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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이칸(青函)터널의 건설 배경에 관한 연구
- 홋카이도(北海道)의 지경학적 특성과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1)

신 장 철*

요 약
본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로 알려지고 있는 일본의 세이칸터널이 착공되어 건설
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함으로서 일정한 학술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홋카이도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세이칸터널이 개통되게 된 이전 단계
의 철도연락선에 의한 해상수송 실태를 개관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세이칸연락선의 역할과
함께 한계를 지적함으로서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시대적 당위성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
라, 세이칸터널은 전전에 이미 구상되어 계획되었으나, 본격적인 조사는 패전 후에 실시되었음
을 지적하였다.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에 발생한 대규모 해난사건이었다. 재
발 방지책으로 터널공사의 조기실현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어 1964년에 착공되었음을 강조하였
다. 이처럼, 본 연구는 세이칸터널이 개통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서,
그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오늘날의 홋카이도신칸센(北海
道新幹線)은 세이칸터널 건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주제어> 세이칸터널, 세이칸연락선, 홋카이도신칸센, 해저터널, 철도연락선

Ⅰ. 들어가기
1. 문제의식 및 연구과제
세이칸(青函)터널은 일본의 최북단인 홋카이도(北海道)와 본토인 혼슈(本州)를 사이에
둔 23km 거리의 쓰가루(津輕)해협을 해저로 연결하는 철도터널이다. 혼슈의 북단과
홋카이도의 남단을 잇는 이 터널은 1961년 3월에 착공하여 완공하기까지 약 4반세기
*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jcshin@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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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요되었다. 총 공사비는 약 6,900억 엔으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가
있었다. 이 터널은 1988년 3월에 개통된 이후 두 지역간의 여객 및 물류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세이칸터널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터
널공사는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토목건설 프로젝트였다. 특히, 터널의 시공
과 굴착작업은 쓰가루해협의 거센 조류와 풍랑, 연약하고 복잡한 해저지질 구조, 고압
용출수와 당시의 기술적 한계 등 험난한 시공조건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본 연구는 근대이후 일본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였던 세이칸터널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환경 하에서 추진되는지를 착공에서 개통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시계열적 관
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954년 9월에 발생한 대형태풍과 연락
선인 토야마루(洞爺丸)사고가 세이칸터널을 건설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주
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세이칸터널이 착공되어 건설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사적(史的) 접근을
시도하여 정책적인 시사점과 함께 일정한 학술적인 함의를 도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
다. 즉, 본 연구는 세이칸터널이 개통되게 된 이전 단계에 운영되었던 세이칸연락선(青
函連絡船)에 의한 해상수송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세이
칸터널이 개통되기까지의 경과를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서, 필자의 향후 연
구과제인 초고속열차인 이른바 ‘홋카이도신칸센(北海道新幹線)’이 2016년에 개통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고찰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세이칸터널은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었던 홋카이도와 혼슈를 해저터
널로 연결시켰다는 단순한 의미를 초월하고 있다. 즉, 이 터널건설은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었던 홋카이도 지역경제 및 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차원의 경제발
전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대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주로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시대
적 배경을 우선 1) 홋카이도가 처해있었던 지경(地經)학적 위치와 함께 2) 세이칸연락
선의 운영을 통해 본토와의 연결을 도모하였던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3) 세이칸터널을
건설해야만 했던 시대적 당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섬나라 일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철도교
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흩어져 있던 섬들을 잇고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기 위
1) 大林組(1993), “この時代の工事ㆍ昭和58ー昭和61年ころ,” 大林組百年史」, 제4장의 내용 참조. 단,
세이칸터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기술상의 한계와 새로운 터널굴착 공법의 개발 등에 대
해서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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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던 사실을 학술적 관점에서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
구를 통해 현재 민간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일해저터널의 건설논의에 있어서 일정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우선,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세이칸연락선 운영의 부침(浮沈)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
구를 통하여 해당 터널공사가 초고속 열차인 홋카이도신칸센의 개통을 가져오게 한 시
대적인 배경과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서, 세이칸터널건설이 가
진 일본 철도산업의 발전과정과 정책적 의의를 산업사적(産業史的) 관점에서 검토하고
자 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세이칸터널에 대한 기존 국내연구의 대부분이 일부 토목 또는
철도 전문가의 현장견학을 통한 단순 소개 수준에 거치고 있는 등 학술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김영근, 2002; 최경수, 2004; 이
복남, 2005; 기타 언론기사).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세이칸터널에 대한
국내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현실 등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세이칸터널이 착공되기 이전단계에서 세이칸연락선
이 쓰가루해협을 운항하게 되었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실태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시대상황과 일반적 특성을 유추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국내에 소개된 제한된 내용의 세이칸터널 관련 자료와 언론에서의 기
사를 참조로 하고 있으며, 본고의 후미에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일본의 각종 선행연구
자료들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각 연도의 運輸白書 및 北海道旅客鐵道株式會社 홈페
이지 등).

Ⅱ. 세이칸(青函)터널의 주요 특징
우선 본 장에서는 세이칸터널의 어원과 함께 주요 건설사양을 살펴봄으로서, 그 위
상을 살펴보고, 일본의 토목건설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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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이칸터널의 개요
1) 세이칸터널의 어원과 시대적 배경
우선 세이칸(青函)터널의 어원을 살펴보면, ‘세이칸’이라는 용어는 본토인 혼슈(本洲)
의 북쪽 끝에 위치한 아오모리(青森)의 첫 머리 글자인 ‘청(靑)’과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函館)의 첫 머리 글자인 ‘함(函)’을 조합해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음독인 ‘세이칸(青
函)’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처럼, 세이칸터널의 명칭은 혼슈 최북단의 아오모리와 홋카
이도 남단의 하코다테의 지명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용어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
사실, 홋카이도와 본토를 해저터널로 잇는 구상은 전전인 1920년대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구상은 지방 주민의 민원차원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보다 체계적인 논의는 1931년 9월 18일의 만주사변과 만주지배, 그리고 1937년 7월
에 중일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공영권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즉, 1939년경에 대륙침략을 위해 일본전국을 종관(縱貫)하는 탄환열차 계획안2)이
당시 철도성(鐵道省)내의 간선조사실(幹線調査室)에서 검토되었다. 즉, 당시의 탄환열차
안에는 쓰가루해협에 대한 해저터널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구상은 해저
지형에 대한 사전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토호
쿠(東北)지방의 북동쪽에 위치한 시모키다(下北)방도에서 홋카이도 남서쪽의 시오쿠비
곶(汐首沖) 사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고자 의도하였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또한 태
평양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탄환열차계획은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1942년에 큐슈와
본토를 잇는 해저터널인 칸몬(関門)터널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일본 정부는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쓰가루해협을 잇는 사전 조사작업에 착수한 결과
현재의 노선안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조사사업도 전후의 사회적 혼란과 전
후 복구과정에서 실종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세이칸터널 건설이 실현되게 된 것은 1954년 9월에 발생
한 제15호 태풍에 의해 1167명의 승객을 태운 토야마루(洞爺丸)가 침몰하여 1,051명
이 사망하고, 5척의 화물선이 침몰하여 승무원 379명이 사망하는 등 총 1,430명이 조
난하여 희생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타이타닉호(1912년 4월 14일 발생,
1,505명 사망)에 이어 세계사에서 두 번째로 큰 해난사고로 기록된 대형 인명피해에
즈음하여 일본 사회는 선박운송을 대체하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육상 교통수단의 필
요하다는 여론이 분출하였다.
이에 그 이듬해인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저터널을 건설하기 위한 조사 검토작업
2) 대동아공영권과 탄환열차계획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제3장 2절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8 -

신장철

일본 세이칸(青函)터널의 건설 배경에 관한 연구 - 홋카이도(北海道)의 지경학적 특성과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

이 착수되어, 쓰가루해협의 거친 날씨와 자연조건에 큰 영향 받지 않는 보다 안전한 수
송수단으로 해저터널 건설이 모색되었던 것이다.3)

2) 세이칸 터널의 위치 및 통과지역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된 세이칸터널은 본토와 홋카이도를 잇는 해저터널을
말하며,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카이쿄선(海峽線) 및 홋카이도신칸센(北海道新幹線)
가 통과하는 해저터널을 일컫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
해협을 해저로 관통하여 두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전용터널로, 시점은 아오모리현(靑森
縣) 히가시츠가루군(東津津輕郡) 이마베쓰죠(今別町) 하마나(浜名)이고, 종점은 홋카이도
(北海道) 카미이소군(上磯郡) 시리우치죠(知內町) 유노사토(湯の里)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쓰가루해협과 세이칸터널의 위치

출처：1) http://www.donga.com/docs/news/img/200403/200403100245_2.jpg.
2) https://ko.wikipedia.org/wiki/세이칸터널

세이칸터널이 관통하고 있는 쓰가루해협의 직선거리는 23km에 불과하지만, 그 아
래를 관통하는 해저터널의 길이는 무려 53.85km에 이른다. 그 주된 이유는 홋카이도
3) 상기 내용은 持田豊(1994), 「青函トンネルから英仏海峡トンネルへ」, 中公新書, pp.16-20의 내용
이 주로 참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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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혼슈사이의 쓰가루해협의 해저지형이 복잡하여 바다 수심 240m(해면하의 최대 수
심 140m + 해저 100m 지하) 아래에 건설되고 또한 열차가 운행 가능한 경사를 고려
하다 보니 직선거리의 두 배 이상으로 공사거리가 길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세계 해저터널에서의 위치
세이칸터널은 현존하는 세계 해저터널 중에서 가장 긴 53.85km에 달하며, 해저를
통과하는 구간은 23.3km에 이른다.4) 또한 세이칸터널은 해저면으로부터 평균 100m
전후의 깊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50m 아래에 있는 유로터널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의 깊이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터널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상기와 같이 세이칸터널은 해저터널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깊고 긴 터널로서 공사기
간은 유로터널의 7년보다 무려 17년이 더 소요되었다(<표 1> 참조).
사실상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저터널인 유로터널의 굴착공사 기간은 약 30개월
에 불과하였으나, 세이칸터널의 굴착공사 기간은 무려 21년에 달했던 것을 통해 난공
사 구간에서 어려운 굴착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5)
<표 1> 세이칸터널과 유로터널의 비교
구 분

세이칸터널

유로터널

터널구간

일본 혼슈-홋카이도

영국 포크스톤-프랑스 칼레

착공시기

1964

1986

개통일(공사기간)

1988년 3월(24년)

1994년 5월(7년)

총 연장

53.85km

51km

해저구간

23km

38km

터널 깊이

100m(평균)

45m(평균)

출처：졸고(2005), p.119 참조.

세이칸터널 건설에 있어서 당초에 8년 공사기간에 총 공사비 2,014억엔을 계획하였
으나, 실제로 투입된 예산은 1988년의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약 6,900억엔으로 당초
4) 참조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터널은 스위스와 이탈리아 북부의 알프스산맥을 관통하는
57.09km의 고트하르트 베이스(Gotthare Base)터널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5) 이복남(2005), “유로터널-상상을 현실화시킨 기술도전의 백미,” 건설저널(The Construction Business
Journal), 1월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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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크게 초과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세이칸터
널의 경우에는 해저면의 지질상태가 복잡하여 예상치 못한 난공사에 직면하여 공기(工
期)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었다.7)
예를 들어, 유로터널의 경우에는 월평균 굴진속도가 1,667m에 이르렀으나, 세이칸
터널은 연평균 굴진속도가 2,560m에 불과하여 공사기간은 물론, 공법과 총 공사비용
등에 있어서 양자 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세이칸터널의 굴진속도가 상대
적으로 뒤쳐졌던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즉, 유로터널의 경우는 백악
기의 안정된 지층에 의해 작업효율이 높은 TBM(Tunnel Boring Machine)8)이라는
선진 굴착장비의 투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세이칸터널의 경우에는 공사구간의 지질
과 지층이 불안정하고 연약하여 제한된 구간에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9)공법이 투입되긴 하였으나, 상당부분은 주로 화약발파에 의존하는 재래식
굴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하는 등 건설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다고 할 수 있다.10)

Ⅲ. 홋카이도(北海道)의 지역적 특성과 자연환경
주지한 내용과 같이 세이칸터널은 혼슈의 아오모리와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를 연결하
는 해저터널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기 전에는 홋카이도와 혼슈사이의 쓰가루해협에 의
6) 東洋經濟新報社(2018.3.19.일자), “青函トンネル30年、 新幹線が直面する大矛盾,” 관련기사(https:
//toyokeizai.net/articles/print/212935, 검색일：2018.4.5.).
7) 참조로, 세이칸터널의 해저지질은 대체로 화산암에 의해 연약한 지반과 복잡한 지질구조로 형성
되어 있어, 굴착과정에서 고수압에 의한 이상출수(異常出水)로 인해 터널이 침수되고 붕괴되는
등의 예기치 않았던 돌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에 인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새로
운 시공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공사기간이 대폭 연장되기도 하였음.
8) TBM(Tunnel Boring Machine)은 실드공법(shield method)이라고도 하는데, 원통형 터널 굴
착기인 실드를 터널 구조물 안에 투입시켜 커터헤드(cutter head)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쇄하거
나 절삭하면서 굴착해 나가며, 실드 뒤쪽의 터널외벽에 세그먼트(segment)를 설치하고 쇄설물
을 외부에 배출시키면서 굴착해 가는 굴착공법임. 이 공법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안정된 터널구조에 의해 낙반사고가 적은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공법으로 알
려져 있으나, 굴착조건이 비교적 복잡한 단점이 있음.
9)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은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터널 굴착공법으로, 주
로 산악(山岳)이나 구릉(丘陵) 등의 터널건설에 채용되며, 지반의 본래 강도를 유지시켜 지반 자
체를 주지보재(主支保材)로 삼고 굴착하는 시공방법임. 굴진속도가 재래식보다 빠르고 토질과 지
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공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수장비를 투입할 경우에 있
어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공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0) 세이칸터널 건설의 불리한 자연여건, 난공사에 따른 기술적 한계, 특수 공법의 개발, 재래식 굴
착공법의 개량과 선도갱도의 설치,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 등에 대해서는 필자의 별도의 연구
과제로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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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육상교통은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이 장에서는 세이칸터널이 탄생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홋카이도가 가진 역사성과 자연환경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지역 및 지리적 특성
을 고찰한다.

1. 홋카이도의 역사와 개척의 역사(개요)
홋카이도는 선주민인 아이누족이 수렵과 어로, 채집 등을 생업으로 하면서 독특한
문화와 풍습을 지니고 살고 있었다. 메이지 신정부가 영토 확장에 나서기 전까지는 에
조치(蝦夷地, エゾチ, exochi)로 불리는 일개 변방에 불과하였다. 14세기 이후부터는
본토의 일본인(和人)들이 홋카이도와 본토인 혼슈(本州)의 동북 지방에 정주해 살고 있
던 아이누족을 정복하고 홋카이도 남부까지 진출하기 시작하였다.11)
16세기 말부터는 마츠마에(松前)씨족이 홋카이도 지역의 실질적 지배자로 등장하여,
1604년 막부(幕府)로부터 아이누와의 독점적 교역권을 인정받았다. 이 후 마츠마에번
(藩)은 본토 상인들과 결탁하여 아이누족을 수탈한 결과, 1457년의 코샤마인(コシャマ
イン)봉기와 1669년의 샤쿠샤인(シャクシャイン)반란 등 아이누족에 의해 대규모 군사
봉기와 저항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결국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12)
그리고 에도바쿠후(江戶幕府)막부시대에는 아이누족이 러시아에게 회유당할 우려에
서 개속(改俗)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어의 사용을 강제하고 본토 풍속을 강요하는 등 동
화정책이 실시되게 되었다. 1868년에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의해 신정부가 수립되자
홋카이도 개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869년에는 홋카이도 개발을 위해 홋카이도
개척사(北海道開拓使)가 설립되고, 홋카이도 경영을 담당하는 일종의 지방장관인 개척
사(開拓使)가 파견되었다. 1870년에는 구로다 기요다카(黑田淸隆)가 홋카이도 개척차관
으로 부임하여, 1874년 개척장관이 되었다. 이 시기에 비로소 에조치의 명칭이 홋카이
도(北海道)로 개칭되고, 본토의 영세 농어민을 홋카이도로 집단 이주시키고 도로와 교
량, 철도 등도 정비되기 시작하였다.13)
11) 에조치와 홋카이도 개척정책의 변천에 대해서는 榎本洋介(2009), 「開拓使と北海道」, 海道出版企
画センタ-(http://heartland.geocities.jp/sekakumo/ronbun200702_02., 검색일：2018. 9.
20) 및 函館市史디지털판, 통설편(通説編) 제2권 4편, “箱館から近代都市函館へ(http://archives.
c.fun.ac.jp/hakodateshishi/tsuusetsu_02/shishi_04-02/shishi_04-02-01-01-01.htm,
검색일：2018.11.1.)” 등의 관련자료 참조.
12) 상기 榎本洋介(2009), 전게서 및 두산백과, “일본의 홋카이도 진출과 아이누,” 관련자료(https:
//terms.naver.com/print.nhn?docId=1262091&cid=40942&categoryId=31641, 검색일：
2018.9.20) 참조.
13) 홋카이도개척사의 설치, 개척사의 행정조직, 홋카이도 개척정책의 변천 등과 관련된 내용은
http://sapporo-jouhoukan.jp/sapporo-siryoukan/lekishibunko/sapporo_histry/meiji/
meiji2.html(검색일：2018.9.1) 및 http://heartland.geocities.jp/sekakumo/ronbu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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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이칸(青函)터널의 건설 배경에 관한 연구 - 홋카이도(北海道)의 지경학적 특성과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

특히, 홋카이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게 된 배경에는 1876년에 일본정부로부터 초청
을 받아 홋카이도 농업학교(현, 홋카이도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며 선진농업기술을 전
수한 미국인 윌리엄 클라크(William Smith Clark, 1826~1886)의 업적이 지대하였
다. 그의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라는 구호는 홋카이도 개발
을 위한 슬로건이 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1882년에는 개척사가 폐지되고, 1886년에는 정부기관으로
홋카이도청이 설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홋카이도의 사회자본이 본격적으로 정비되어,
이 시기에 도로 정비와 건설과 함께, 항만의 개량과 건설, 철도부설 등에 큰 진전을 보
게 되었다.14)
상기와 같이, 개발이전의 홋카이도는 원시림의 섬에 불과할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으
나, 석탄, 목재, 농산물 등의 자원이 풍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야만인으로 치
부되었던 아이누족에 의해 지배되었던 땅이었으나, 중앙정부가 변방으로 취급하여 발
달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다. 그 결과, 에도시대부터 혼슈는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
로 대도시가 성장하여 급속한 발전과 함께 교통 인프라가 대폭적으로 정비되었다. 그
러나 홋카이도는 쓰가루해협에 가로막혀 혼슈와의 교류에 한계가 있었으며 경제수준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다.

2. 쓰가루(津輕)해협의 위협과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구축
쓰가루해협은 홋카이도와 본토를 사이에 두고 동해와 태평양이 통하는 해협이다. 혼
슈의 시모키타(下北)반도와 쓰가루(津輕)반도의 두 반도와 홋카이도의 오시마(渡島)반도
가 이 해협을 끼고 있으며, 동서간의 길이는 약 130km이며, 남북간의 길이는 20km에
달한다. 해협의 동쪽지역은 서쪽지역 보다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이 해협의 수심이 가
장 깊은 곳 약 450m이며, 서쪽해협은 수심은 동쪽지역보다 비교적 얕아 약 140m에
불과한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쓰가류해협을 흐르는 해류의 흐름은 매우 빨라 위협적이었다. 이처럼 빠른 해류와
강풍, 그리고 겨울의 혹한 등 척박한 기후조건과 자연환경은 선박의 운항이 용이하지
않아 예로부터 어민들에게 있어서는 경외(敬畏)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자
연 및 지리적 특성으로부터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흐르는 이 해협
의 해류와 태풍의 영향을 피해 홋카이도와 혼슈를 보다 안전하게 연결하는 수송수단이
02_02(검색일：2018.9.20) 등의 인터넷 자료 참조.
14)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은 國土交通省 北海道開發局 홈페이지, “홋카이도 개발의 역사,” 관련내용
(https://www.hkd.mlit.go.jp/ky/index.html, 검색일자：2018.8.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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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를 염원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세이칸터널은 쓰가루해협의
척박한 자연조건을 극복하는 교통수단으로 검토되어 건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이칸터널의 건설 논의에 있어서는 홋카이도가 가진 지정학적인 가치도 중
요하였다. 쓰가루해협을 관통하는 해저터널의 건설을 위한 구상은 전술한 내용과 같이
태평양 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일본 제국주의는 1939년경에 혼슈와
홋카이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하고,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을 연결하여 유라시아대
륙을 거쳐 열차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으로 가는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세이
칸터널이 구상되게 된 배경은 20세기 초의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제는 중일전쟁이 치열하게 전개 중인 1939년경에 본토와 홋카
이도를 해저로 연결하고, 다시 홋카이도에서 해저터널을 통해 러시아 사할린을 연결한
후 유럽을 거쳐 영국까지 열차로 간다는 원대한 꿈을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건
설계획의 배경에는 일본열도를 장대교량 및 해저터널로 연결하여 국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특히, 당시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일본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을 해저터널로 연결하여 일본이 중심이 된 공영권(共榮圈)구축을 위한
군부의 야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이 오래전에 이른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구축의 일환으로 도쿄
발 런던행 탄환열차 철도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세이
칸터널이 단순히 흩어져 있는 일본 국내의 섬들을 연결한다는 이상의 야망에서 비롯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대동아 종관(縱貫) 철도계획’에 의해 식민통치하에 있던 한
반도의 부산을 거쳐 중국의 베이징-계림(桂林), 베트남의 하노이-호치민, 태국의 방콕
과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의 1만 킬로미터를 철도로 연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
나 이 야심 찬 계획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자 물거품이 되었다.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세이칸터널 건설을 위한 지질조사와 노선에 대한 검토가 있
었지만, 경제 및 정치적 혼란이유 등이 겹쳐 실제로 건설을 위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
태에 머물렀다. 패전상황에서 일본사회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처해지
게 되자 건설계획은 오리무중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상기와 같이, 세이칸터널을 건설하기 위한 구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1946년에 4개 섬으로 흩어져 있는 일본열도를 하나
로 묶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가 수립되어 기본적인 지질조사가 시작되었던 것
이다. 그리고 1953년에는 철도건설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법적 추진절차와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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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철도연락선의 도입과 흥망성쇠(興亡盛衰)
1988년 3월에 세이칸터널이 정식 개통되기 전까지 본토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주
된 교통수단은 세이칸철도연락선(青函鐵道連絡船)이었다. 쓰가루해협의 철도운송을 대
신해서 세이칸연락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승객과 물자의 수송과 운송 수요를 담당하였
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당시 세이칸연락선의 수송 임무와 경제적 역할을 살펴봄과 동
시에, 세이칸연락선이 탄생되게 된 지경학적 배경과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부침(浮沈)과
정을 검토한다.

1. 철도연락선과 주요 특징
우선, 여기서의 철도연락항로는 문자 그대로 철도와 연락하는 항로로서, 철도루터로
개설된 선박항로라고 할 수 있다. 즉, 철도연락항로는 그 구간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면 사실상 역할을 다하게 되는 철도운송의 임시 연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철도연락선은 원래 해협과 강, 호수 등에 의해 철로가 단절된 장소를 항로로
중개하는 잠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나, 철도가 기간교통으로 발달된 일본에서
는 철도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연히 1988년 3월에 세이칸터널이 개
통됨으로서, 기존 본토의 아오모리(靑森)와 홋카이도의 우다카(宇高)를 연결하는 철도연
락항로는 폐지되게 되었다.
여기서, 참조로 일본 최초의 철도연락항로는 메이지기의 1882년에 개설된 비와호
(琵琶湖)항로로서 오쓰(大津)와 나가하마(長浜)간을 잇는 56.4km 거리의 항로였던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항로는 당시 이미 개통되었던 교토(京都)와 오쓰간의 철도와, 같
은 해에 착공한 나가하마와 쓰루가(敦賀) 간의 철도건설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운항되었
던 연락선이었다.
한편, 철도연락선은 크게 열차항송(航送)방식과 화차항송방식으로 대표되는 차량항
송방식과 객차항송방식, 그리고 혼합수송방식 등으로 대별된다. 일본의 경우, 넓은 갑
판에 철도레일을 설치하여 철도차량을 육상에 설치된 잔교(棧橋)를 통과하여 그대로 선
내로 싣는 방식인 객차항송방식은 매우 제한적으로 채택되었다.
참조로, 초기 철도연락선은 차량항송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나, 차량을 직접 탑재하는
차량항송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메이지기인 1911년에 칸몬(関門)터널 굴착을 위해 혼
슈의 야마구치현(山口県) 시모노세키시(下関市)의 시모노세키역과 북큐슈의 후쿠오카현
(福岡県) 모지시(門司市)의 고모리에(小森江) 간에 개설된 세키모리(關森 또는 関門)항로
였다. 그 후 다이쇼기인 1921년에는 혼슈의 오카야아현(岡山県)의 타마노시(玉野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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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宇野)와 시코쿠의 카가와현(香川県) 다카마츠시(高松市)를 연결하는 우다카(宇高)
항로,15) 그리고 1925년에는 혼슈의 아오모리와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를 잇는 세이칸
(靑函)항로에서도 도입되었다.
또한 객차항송방식은 유럽의 철도연락항로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여객
열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승객을 태운채로 연락선의 차량갑판에 실어 바다를 건너는
방식이었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주로 화차와 여객을
함께 운반하는 혼합형(混合型) 수송이 주를 이루었다. 전술한 1925년에 화차운송이 본
격적으로 개시된 세이칸항로는 혼합수송에 해당하였다. 그 시기에 운항되었던 철도연
락선은 이른바 ‘객재화차도선(客載貨車渡船)’이었으며, 그 상당수는 화차수송을 위한 순
수 화차도선이었다.16)
상기와 같이, 철도연락선의 도입 초기에는 여객수송 전용의 연락선이 전무했던 사
실을 통해, 당시 국철(國鐵) 당국의 최대 관심사는 여객수송이 아니라 화차수송에 주
안점을 두었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여객운송을 위해서는 운항속도를 높여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고가의 선박을 필요로 하였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
해 국철은 여객수송보다는 보다 많은 화차를 수용하여 수송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객수송의 증가에 즈음하여, 국철은 1960년대 후반부터는 새로운 연락선을 도입하
여 화차수용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선객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즉, 이른
바 ‘혼합수송방식’을 답습하여 항만시설과 연락선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객선으로서의 고속성과 함께 화차 수용량의 증대를 위해,
연락선으로서의 능력이 강화됨으로서 선박의 대형화와 고성능화에 있어서 큰 진척이
있었다.

2. 세이칸연락항로의 탄생
세이칸항로는 국철항로로 신설된 제1호 항로로서, 그 구상은 국유철도17)의 설립을
15) 우다카항로는 우노(宇野)와 다카마츠(高松)를 잇는 철도연락선이 운항하였으나, 세도(瀬戸)대교
의 개통에 맞춰 1988년 4월에 항로가 폐쇄되었음.
16) 상기 내용은 “第二章ㆍ靑函連絡船就航-比羅夫丸ㆍ田村丸の時代(http://haijima-yuki.com/seikan/
rekishi_2.htm, 검색일：2018.9.10.)” 및 기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17) 일반적으로 일본철도는 일본 최초의 민간철도회사인 일본철도회사를 지칭함. 1881년에 창설되
어 주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철도사업을 했으며, 1906년에 철도국유법에 의해 국유화되었음.
참조로, 일본국유철도(Japanese National Railways, JNR)는 일본국유철도법에 근거한 일본의
국유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지칭함. 기존의 국영철도산업을 이어받아 1949년6월 정부가
100% 출자하는 공기업(특수법인)로 출발하였으나, 국철의 분할민영화에 의해 1987년4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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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도쿄의 우에노(上野)와 아오모리간의 철도와 1904년에 전면 개통된 홋카이도철도
의 하코다테와 오타루(小樽)간을 연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 이듬해인 1905년에 일
본철도가 직접 운영하였던 세이칸 항로용의 증기선 2척이 영국에 발주되기도 하였으
나, 1906년에 철도국유법에 의해 기존의 일본철도가 정부에 매수되어 국유화됨으로서,
세이칸항로 구상은 국철에 인계되게 되었다.
1907년에 세이칸항로가 기존의 일본유선(日本郵船)이 국철에 매수되자, 그 이듬해인
1908년 3월 7일부로 운항이 개시되었다. 영업개시 초기에는 2개 연락선이 각각 1일 1
왕복의 2왕복으로 운항되었으며, 소요시간은 4시간 15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07년 7월 영국의 조선소에서 진수되었던 1,480톤급의 히라후마
루(比羅夫丸)와 다무라마루(田村丸)에 의해 국철이 직영하는 객화선(客貨船)이 개설되게
되었다.18)
세이칸항로는 개설이후부터 일본의 대표적인 철도연락선으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그
후 수많은 선박들이 취항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1908년부터 세이칸철도연락선이 정
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래, 1988년에 세이칸터널이 완공될 때까지 무려 80여년 간에
걸쳐 아오모리역과 하코다테역 사이의 쓰가루해협을 운행하는 기간(基幹) 철도연락선
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25년부터 세이칸항로에는 갑판에 레일을 설치하여 차량을 직접태운 화차항
송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화차도선(貨車渡船)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참조로 이 시기에는
여객과 화차를 동시에 운반하는 설비를 갖춘 객재화차도선(客載貨車渡船 또는 客貨船)
과 화차만을 운반하는 순수 화차도선(화물선)의 두 종류의 선박이 운항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전시 및 패전 후의 세이칸연락항로의 성쇠(盛衰)
전술한 내용과 같이 1925년에 화차항송이 개시된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기
까지 객화선 4척과 화물선 10척이 취항하였다. 그러나 이들 철도연락선은 전쟁을 수행
하는 과정에 침몰 또는 손상을 입어 전시기에는 세이칸연락선은 거의 파멸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1945년 7월 14일에는 홋카이도와 쓰가루해협에 3,000기 이상
의 미국기가 출몰하여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그 결과 전체 12척의 세이칸연락선 중

로 해체되어 JR그룹(주식회사)으로 사업이 계승됨.
18) 세이칸항로의 개설과 철도연락선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第二章ㆍ青函連絡船就航-比羅夫丸ㆍ田
村丸の時代(http://haijima-yuki.com/seikan/rekishi_2.htm, 검색일：2018.9.10.)” 외 각종
문헌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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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0척이 침몰하고 440명의 선원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2척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9)
1945년에 일본이 마침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었으나, 경제 대동맥 역할을
해 왔던 세이칸연락선이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다. 즉, 1947~1948년에는 도야마루와
객화선 4척이 건조되었으며, 오시마마루(渡島丸) 등의 화물선 4척이 건조되었다. 이로
서 전시 중에 건조 과정에 있었던 선박과 공습으로 손상을 입어 수리된 선박 등을 합쳐
1948년에는 14척이 취항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중반이후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기가 도래함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세이칸연락선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즉, 1964년에서 1966
년에 걸쳐서 항해속도가 향상되고 화차탑재량이 증가됨은 물론, 선내 공간의 재배치와
여객 서비스의 합리화 등의 추세를 반연한 츠가루마루형(津輕丸型, 총 5,319톤, 여객정
원 1,286명, 화차 48량, 승용차 12대)의 신형 객화선 7척이 건조되었다.
또한 1967년부터는 승용차의 항송이 개시되는 등 수송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특
히, 1969년에서 1977년에 걸쳐서는 오시마마루형(渡島丸型, 총 4,075톤, 화차 55량)
의 화물선 6척이 건조되는 등 철도연락선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20)
특히, 1987년에 국철의 분할과 민영화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홋카이도여객철도(JR
홋카이도)가 발족하였다. 그 때에는 여객선 7척과 화물선 8척이 취항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그 이후 항공기의 보급이 크게 증대되어 연락선의 여객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교통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되게 된 JR홋카이도의 세이
칸철도연락선은 1988년 3월에 세이칸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마침내 노선이 폐지되게
되었다.21)

Ⅴ. 대형자연재해의 발생과 세이칸터널 건설의 착공
세이칸터널은 전전에 이미 구상되어 계획되었으며, 본격적인 조사는 패전 후에 실시
되었다. 건설추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에 쓰가루해협에서 발생한 이른
19) 函館市青函連絡船記念館摩周丸, “青函連絡船の歴史(http://www.mashumaru.com, 검색일：2018.
11.2)” 및 픽시브(PISIV) 백과사전, “세이칸터널” 관련내용(https://dic.pixiv.net/a/%E9%9D%
92%E5%87%BD%E9%80%A3%E7%B5%A1%E8%88%B9, 검색일：2018.11.2) 등의 자료 참조.
20) 日本大百科全書(https://kotobank. jp, 검색일자：2018.4.1), “세이칸연락선” 관련내용 참조.
21) 세이칸연락선은 1908년에 철도연락선으로 취항한 이후, 1988년에 세이칸터널이 개통되어 기존
항로가 사실상 폐지되기까지의 80년간에 걸쳐 무려 1억 6천만명의 승객과 2억 5천만톤의 화물
을 운송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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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토야마루(洞爺丸)사건으로, 대규모 해난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구상의 조기실현이
요구받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사회적 배경과 대형 해난사
고의 발생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시대적 당위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1. 토야마루(洞爺丸) 해난사고와 대형 인명피해
전술한 내용과 같이 패전 직후 한동안에 걸친 전후 복구와 함께 철도연락선에 의한
수송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1954년 9월에 발생하였던 태풍 15 ‘마리’에
의해 5척의 화물선과 1척의 대형 연락선이 침몰되는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승객 1,051명과 직원 379명 등 모두 1,430명의 수장되는 등 큰 인명피해가 있
었다. 특히, 같은 달 26일 하코다테만 부근에서 발생한 토야마루(洞爺丸) 페리호의 침
몰사고로 1,172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는 대형 참사에 즈음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선박수송을 대체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해저터널이 건설될 필요가 있
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처럼, 토야마루사고는 세이칸터널 건설의 논의
를 앞당기고 조기에 착공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22)

2. 세이칸터널 공사의 착수
1955년경부터 터널공사를 위한 본격적인 조사검토에 들어갔으나, 1950년대 중반이
후에도 좀처럼 착공되지 못하였다. 쓰가루해협의 거센 조류와 가혹한 기후변화, 불규칙
하고 복잡한 해저지형과 함께 수심도 140m에 달하는 등 난공사가 예상되어 보다 면밀
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당초, 세이칸터널 건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동
쪽과 서쪽의 2개의 루터가 검토되었다. 이른바 ‘동쪽 루터’는 시모키다(下北)반도의 오
마쵸(大間町)와 하코다테를 연결하는 약 20km 구간이며, ‘서쪽 루터’는 본토인 혼슈의
소토가하마죠(外ヶ浜町)와 홋카이도의 후쿠시마죠(福島町)을 잇는 22km 구간이 유력한
예상 공사구역으로 검토대상이 되었다.
무려 10년간에 걸친 지질조사의 결과, 동쪽 루터는 깊이 260~300m의 좁고 긴 해
곡(海谷)이 분포하고 있어 터널을 굴착하는데 200m 이상의 해저 깊이가 필요하며, 해
저에는 화산성의 산이 분포하고 있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에 대해 서쪽 루터는 수심 140m로 비교적 얕고, 암석채취가 용이한 지질인 것
으로 판명되어, 세이칸터널이 통과하는 구간으로 채택되었다.
22) 상기 내용은 持田豊(1994), 전게서, pp.16-20., 日本大百科全書(https://kotobank. jp, 검색일：
2018.4.1), “세이칸연락선” 관련내용의 참조 및 일부 인용.

- 19 -

｢경영사연구｣ 제34집 제1호(통권 89호)

2019. 2. 28, pp. 5~25.

<표 2> 세이칸터널의 주요 건설과정
연도

주요내용

1939

세이칸터널 건설계획의 수립

1946

쓰가루해협 조사위원회 설치

1953

철도건설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예상 노선에 지질조사(어선 동원) 시작

1954

제5호 태풍과 토야마루 및 5척의 선박 침몰사건이 발생

1964

요시오카(吉岡) 조사갱도가 착공되어 터널건설이 시작됨

1987

터널 완공과 시운전 개시

1988

공식 개통

그와 같은 검토 결과, 마침내 1964년에 홋카이도의 요시오카(吉岡)에서 조사사갱 굴
착이 착공되었고, 1966년 3월에는 본토 북쪽 끝의 닷피갱(竜飛坑) 굴착이 개시되었다.
그 후 거의 23년간에 걸친 난공사 끝에 1987년에 마침내 세이칸터널이 완공되었으며,
1988년 3월에 정식으로 개통되어 철도운행이 개시되었다(<표 2> 참조).
이처럼, 세이칸터널건설이 추진되게 된 것은 1954년 가을에 쓰가루해협에서 발생한
대형 해난사고가 결정적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규모
해난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육상교통수단의 조기실현이 사회적으
로 요구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0년 후인 1964년에 홋카이도 측에 위치한 요시오
카(吉岡)조사사갱이 착공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난공사 끝에 무려 24년 만에 개통을 보
게 되었다.23)

Ⅵ. 나오기-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철도연락항로가 개설되게 된 배경과 특징 등에 대해 살
펴봄으로서, 세이칸터널이 개통되기 이전단계에 있어서 세이칸연락선에 의한 본토와
홋카이도간의 해상수송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을 고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시
기 이전의 상황과 전중, 전후 걸쳐 세이칸연락선이 직면하게 된 성쇠과정을 통해, 세이
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시대 상황과 배경을 정리하였다.
23) 무려 24년간에 걸친 세이칸터널 건설기간 동안에 예기치 못한 지질조건과 기술적 한계에 의해
겪게 된 난공사의 실태와 인명상의 피해, 그리고 새로운 대응공법의 개발과 투입 등에 대해서는
논지 전개상 필자의 별도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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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본열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의 지경학적인 중요성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가 차후에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배경이 되었던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이칸철도연락선 항로가 탄생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운영상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서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당위성을 도출하였다. 즉, 세이칸터널은 전전
에 이미 구상되어 계획되었으며, 본격적인 조사는 패전 후에 실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건설추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에 쓰가루해협에서 발생한 이른바 토야마
루(洞爺丸)사건으로, 대규모 해난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구상의 조기실현이 요구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0년 후인 1964년에 홋카이도 측의 요시오카조사사갱의 착공을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오랜 난공사 끝에 마침내 1988년 3
월에 세이칸터널이 개통되었다. 이로서 일본은 오랜 국가적 염원인 본토인 혼슈와 북
부의 홋카이도를 육상교통인 철도로 연결되게 되었다.24) 이처럼, 세이칸터널은 일본의
주요 4개 섬을 혼슈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고, 2016년에는 홋카이도신칸센이 개통됨으
로서 일본전역을 초고속열차로 연결시키는데 초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은 거가대교(거제-가덕도)의 건설현장에 세계최고 수준의 침매터널을 성
공적으로 설치한 고도의 해저터널건설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2
월에는 수서에서 경기도의 평택 간의 지하 50m 구간에 무려 50.32km에 달하는 철도
터널(율현터널)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지하철도터널을 건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1년을 완공목표로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편
도 약 7km(6,927m)의 보령해저터널이 건설 중에 있는 등 터널건설 관련기술들을 축
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이 축적하고 있는 해저터널 건설 기술을 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한국의 거가대교 건설과정에서 축적
된 침매터널 기술과 일본의 세이칸터널 건설과정에서 축적된 관련기술을 융합시켜 관
련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양국간의 협력과 공생관계를 강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이다.
특히,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과 일본이 국가간 메가 건설토목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양국간의 상호 협력과 신뢰관계를 보
다 강화하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한일터널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간의 신
뢰관계를 회복하여 양국 국민이 마음의 터널을 뚫고, 공존공영의 미래지향적인 양국

24) 運輸省(1989), 제2장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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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거듭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일터널의 전향적인 논의를 계기로 한반
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
대해 본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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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이칸(青函)터널의 건설 배경에 관한 연구 - 홋카이도(北海道)의 지경학적 특성과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

A Historical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Seikan Tunnel in Japan
- Bas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olicy implications 25)

Jang-Churl Shin*

Abstract
This study approached the process of the Seikan tunnel construction in Japan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First, we examined the actual situation of marine
transportation by railway ferry. This explains why the Seikan tunnel was
constructed. Through this study, it was made clear that the Seikan Tunnel was
planned before World War II. And a full-scal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decisive moment for the construction was a
large-scale maritime accident in 1954. It was started in 1964 to prevent
recurrence. In this way, we looked at the process of opening the Seikan tunnel.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In particular,
today's Hokkaido Shinkansen has made clear that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ikan Tunnel.
<Key Words> Seikan Tunnel, Seikan Ferry, Hokkaido Shinkansen, Submarine Tunnel,
Railway Ferry

* Professor,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Soongsil University.

- 25 -

｢경영사연구｣ 제34집 제1호(통권 89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9. 2. 28, pp. 27~46.

논문접수일：2019.01.21
최종수정일：2019.02.20
게재확정일：2019.02.27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 과정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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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 과정 및 지분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는 두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2017년 10월 롯데제과가 2개 회사(롯
데지주, 롯데제과)로 인적 분할하였다. 롯데지주는 존속회사로서 상호 변경과 함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롯데제과는 신설되었다. 롯데지주는 기존 롯데제과의 영위사업 중 투자부문을, 신설
롯데제과는 나머지 사업부문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와 동시에, 3개 계열회사의 투자부문이 인
적 분할된 후 모두 롯데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둘째, 2018년 4월 6개 계열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롯데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2개 회사는 투자부문이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된 후, 3개
회사는 투자부문이 인적 분할을 통해 존속회사로 나누어진 뒤 모두 롯데지주에 합병되었다; 1
개 회사는 롯데지주에 바로 합병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2018년 9월 현재 롯데그룹은 91개 계열회사 중 57%에 달하는 52개가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어 있다.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자회사 24개, 손자회사 27개 등이다.
롯데지주의 최대주주는 그룹 동일인인 신동빈이며 지분은 10.5%로 적은 편이다. 대신, 최대주
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8.3%이고, 자기주식은 더 많은 39.3%이다. 특수관계인 중에는 7개
계열회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동빈 또한 롯데지주 외에 17개의 다른 계열회사에 지분을 보
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고 신동빈의 롯데지주 지분이 어느 정도
로 강화될지, 그리고 롯데지주의 계열회사 수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여 보다 성숙한 지주회사
체제가 확립될지 주목된다.
<주제어> 롯데그룹, 지배구조, 지주회사체제, 지주회사, 롯데지주, 신동빈

* 논문의 주요 내용은 한국경영사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11월 30일, 성균관대)와 2019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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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은 롯데그룹(2017~18년 현재 5위 대규모집단)에서 지주회사체제가 구축되
는 과정을 분석하고 전망한다. 롯데그룹이 새로운 지배구조를 채택하게 된 것은 최근
1년 여 사이(2017년 4월~2018년 4월)이며, 그런 만큼 변화는 아직 시작 단계이고 진
행 중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초기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롯데그룹은 주요 집단들 중 가장 최근에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집단이다. 대규모집
단의 지주회사체제 도입은 1999년 지주회사제도가 다시 허용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
으며 2010년대부터는 보다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57개 대규모집단 중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집단은 절반이 넘는
29개(51%)이며, 29개 중 21개(57개 중 37%)는 그룹 계열회사의 다수가 체제에 편입
되어 있는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그리고 나머지 8개는 그룹 계열회사의 일부만이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소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하였다. 특히, 지주회사체제 도
입 비중은 상위 10개 집단 중에서 더욱 높아, 적극적ㆍ소극적 체제의 비중은 70%(7
개), 적극적 체제의 비중은 50%였다(5개：3위 SK, 4위 LG, 7위 GS, 9위 현대중공업,
10위 농협).1) 롯데그룹(5위)은 2017년 10월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로써 10대 집단 중에서의 지주회사체제 도입 비중은 각각 80%(8개), 60%(6개)로 더
욱 상승하게 되었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를 다룬 연구는 아직 나와 있지 않으며, 본 연구의 내용이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주요 문헌은 롯데제과와 롯데지주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할 및 합병 관련
문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자료이다. 롯
데그룹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서울신문사 산업부(2004), 이한구(2010), 최정표
(2014) 등에 나와 있으며, 다른 주요 집단의 지주회사체제와 관련해서는 김동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의 연구가 있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
가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정착되면 다른 집단들과의 비교 분석이 의미 있는 후속연구
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된 연도는 다음과 같다: SK(2000년), LG(2001년), GS(2005년), 농협(2012
년), 현대중공업(2017년). 소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2개 집단은 삼성(1위, 2004년)과 한
화(8위, 2005년)이며, 지주회사를 채택하지 않은 3개 집단은 현대자동차(2위), 롯데(5위), 그리고
POSCO(6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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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롯데그룹의 성장)에서는 1987년 대규모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까지 32년 동안 롯데그룹이 성장해 온 모습을 소개한다. 제Ⅲ장(롯
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변화, 2005~2015년)에서는, 2005~06년과 2015~16년 소극
적인 체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에 적극적인 체제를 도입하게 된 과정을 정리한 후,
이로 인해 2012~18년 사이 그룹의 소유구조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소유지분
도’를 통해 확인한다. 제Ⅳ장(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의 구축, 2017~2018년)에서는 적
극적인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을 1단계(지주회사 롯데지주의 출범)와 2단계(11개 순환
출자의 해소)로 나누어 자세하게 분석하며, 제Ⅴ장(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 2018년
9월)에서는 2단계가 마무리된 이후의 소유구조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맺음말)
에서는 앞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의 전개 과정을 전망한다.

Ⅱ. 롯데그룹의 성장
롯데그룹은 2018년 5월 현재 자산총액 기준 5위의 대규모기업집단이다. 계열회사는
107개, 자산총액은 116.1조 원 그리고 동일인은 신동빈이다(<표 1>).
롯데그룹은 1948년 일본에 그리고 1958년 한국에 ㈜롯데가 각각 설립되면서 출범
하였다. 2019년은 한국에서의 창립 61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7년 대규모기업집단제
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32년 동안 줄곧 대규모집단으로 지정되었다. (1) 순위는
8~10위(1987~99년), 6~8위(2000~04년)이다가 2006년 이후 1개 연도(2009년, 6위)
를 제외하고는 5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 순위의 기준인 자산총액은 10조 원 미만
(1987~98년), 10~40조 원대(1999~2009년), 60~90조 원대(2010~15년) 등으로 증가
하였으며, 2016년에는 100조원 대, 2017~18년에는 110조 원대로 더욱 증가하였다.
(3) 계열회사 또한 28~32개(1987~2002년), 35~46개(2002~08년), 54~93개(2009~
17년), 그리고 107개(2018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8년의 ‘107개’는 1987년 이
후 대규모집단이 보유한 ‘최대의 계열회사 수’이다. (4) 한편, 동일인은 2017년까지는
창업자인 신격호였는데,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해 온 둘째 아들 신동빈이 2018년 새
로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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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롯데그룹의 성장, 1987~2018년:
순위(A, 위), 계열회사(B, 개), 자산총액(C, 10억 원), 1개 계열회사 평균자산(D, 10억 원)
연도

A

B

C

D

연도

A

B

C

D

1987

10

31

1,648

53

2003

7

35

20,741

593

1988

9

32

2,125

66

2004

7

36

24,620

684

1989

9

32

2,664

83

2005

5

41

30,302

739

1990

8

31

3,215

104

2006

5

43

32,961

767

1991

10

32

3,962

124

2007

5

44

40,208

914

1992

10

32

4,887

153

2008

5

46

43,679

950

1993

10

32

5,274

165

2009

6

54

48,890

905

1994

10

30

5,595

187

2010

5

60

67,265

1,121

1995

10

29

6,628

229

2011

5

78

77,349

992

1996

10

28

7,090

253

2012

5

79

83,305

1,054

1997

10

30

7,774

259

2013

5

77

87,523

1,137

1998

11

28

8,862

317

2014

5

74

91,666

1,239

1999

10

28

10,446

373

2015

5

80

93,407

1,168

2000

6

28

15,791

564

2016

5

93

103,284

1,111

2001

8

31

16,694

539

2017

5

90

110,820

1,231

2002

7

32

17,964

561

2018

5

107

116,188

1,086

주：1) 1987~2016년 4월, 2017~18년 5월 현재
2) 설립연도：1948년 ㈜롯데(일본), 1958년 ㈜롯데(한국), 1966년 롯데알미늄, 1967년 롯데제과.
3) 동일인：1987~2017년 신격호, 2018년 신동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

Ⅲ.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변화, 2005~2018년
1. 소극적인 지주회사체제에서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로
롯데그룹은 2005~2006년 그리고 2015~2016년에 계열회사의 일부만이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소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으며, 2017~2018년에 계
열회사의 다수가 편입된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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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05~2005년에는 2개 지주회사(롯데물산, 롯데산업)가 각각 4개, 1개의 계
열회사를 거느렸으며,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16~17%(([체제 편입 회사 7개] ÷
[그룹 전체 계열회사 41~43개])×100)로 매우 낮았다. 두 지주회사는 2005년 1월 공
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었으며, 최대주주는 그룹 계열회사인 롯데호텔이었고,
지배 계열회사는 각각 4개(자회사 1개, 손자회사 3개), 1개(자회사)였다. 하지만, 2006
년 12월 법률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주회사 지정에서 함께 제외되었다.
<표 2>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변화, 2005~2018년
그룹
연도
2005

2006

지주회사체제

순위

계열회사
(A, 개)

지주회사
(a)

5

41

5

43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B/A, %)

순위

계열회사
(b, 개)

합
(a+b=B, 개)

롯데물산

3

4

5

롯데산업

16

1

2 [7]

롯데물산

3

4

5

롯데산업

13

1

2 [7]

16

17

2015

5

80

이지스일호

29

2

3

4

2016

5

93

이지스일호

-

2

3

3

2018

5

107

롯데지주

-

47

48

45

주：1) 그룹은 4월(2005~16년) 또는 5월(2018년) 현재; 지주회사는 9월 현재, 지주회사 계열회사는
이전 연도 12월 현재; 그룹 및 지주회사 순위는 자산총액 기준.
2)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 [(체제 편입 회사 수) ÷ (전체 계열회사 수)] × 100.
3) 지주회사 전환일(①) 및 제외일(②)：롯데물산, 롯데산업 - ① 2005년 1월, ② 2006년 12월;
이지스일호 - ① 2014년 9월, ② 2016년 11월; 롯데지주 - ① 2017년 10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둘째, 2015~2016년에는 1개 지주회사(이지스일호)가 새로 생겨 2개 계열회사(자회
사 1개, 손자회사 1개)를 거느렸으며,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이전의 1/4 이하인
3~4%([3개] ÷ [80~93개])에 불과하였다. 이 지주회사는 2014년 9월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었으며, 최대주주는 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케미칼이었다. 하지만, 2년
이 지난 2016년 11월 법률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셋째,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2017년 들어 롯데그룹은 본격적인 지주
회사체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10월에 새 지주회사인 롯데지주가 출범하
였다. 최대주주는 그룹 동일인인 신동빈이었다. 12월 현재, 롯데지주의 지배 계열회사
는 47개(자회사 20개, 손자회사 26개, 증손회사 1개)였으며,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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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5%([48개] ÷ [107개])였다. 이 비율은 2018년 9월까지 57%([52개] ÷ [91개])로
더욱 높아졌다.

2. 소유지분도의 변화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출범한 이후 롯데그룹의 소유구조가 ‘계열회사들 간의 중
층적인 순환출자구조’에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구조’로 전환된 모습
은 소유지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부터 대규모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자료를 공개해 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집단별로 각각 1개 쪽에 일
목요연하게 그림으로 그린 ‘소유지분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첫째, 롯데그룹의 2012년 소유지분도를 보면, ‘지분의 소유ㆍ피소유 관계를 표시하
는 화살표’가 매우 복잡하고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2개 지주회
사(롯데물산, 롯데산업)는 이미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된 상태였으며,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0%([체제 편입 회사 0개] ÷ [그룹 전체 계열회사 79개])였다. 신동빈은
15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그림 1> 롯데그룹의 소유지분도：(1) 2012년 4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 0%(79개 회사 중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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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롯데그룹의 소유지분도：(2) 2016년 4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 3% (93개 회사 중 지주회사(이지스일호) 및 계열회사 3개)

<그림 3> 롯데그룹의 소유지분도：(3) 2018년 5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 45% (107개 회사 중 지주회사(롯데지주) 및 계열회사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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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러한 사정은 2016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새로 생긴 1개 지주
회사(이지스일호)가 2개 계열회사를 거느리게 되어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이 3%로 미
약하게나마 상승하였다. 이지스일호의 최대주주는 롯데정보통신(8.6%)이며, 신동빈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8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셋째, 2018년의 소유지분도는,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맨 위쪽에 위치한
지주회사(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아래 방향으로 상당히 잘 정돈된 ‘보다 투명한 소유구
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45%([48개] ÷ [107개])였다.
이 비율이 50% 미만인 만큼, 상호ㆍ순환출자가 여전히 적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지주의 최대주주는 신동빈(8.6%)이며, 신동빈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이전과 같
은 18개였다.

Ⅵ.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의 구축, 2017~2018년
롯데그룹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여의 기간에 2단계의 과정을 거
쳐,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표 3>, <표 4>, <표 5>).

1. 1단계, 2017년 4~10월：새 지주회사 롯데지주의 출범
2017년 4월 26일, 주요 계열회사인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의 2개 회사
로 인적 분할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10월 30일까지 6개월여 만에 분할 절차가 완료
되었으며, 분할기일은 2017년 10월 1일로 정해졌다.
먼저, 기존의 롯데제과 영위 사업이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사업부문’(자회사 및 피
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문)과 ‘사업부문’(투자사업부문을 제
외한 식품사업부문 등의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으로 나뉘어졌으며, 전자는 존속회사로
하되 새로운 상호 ‘롯데지주’를 가지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후자는 신설회사로 하되
이전의 상호 ‘롯데제과’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지배구조 변경의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의 제고’가 제시되어
졌다. 즉, 분할을 통해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제고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며, 각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증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경영효율성 및 투
명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지주회사
‘롯데지주’의 목적사업은 17개로 정해졌으며, 이 중 1번은 지주사업 그리고 2~10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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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원 관련 사업이었다.
한편, 롯데제과가 롯데지주로 전환함과 동시에, 롯데지주는 3개 계열회사(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이를 위해 3개 회사 각각은
기존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7년 3
월 현재 4개 회사들 간에 형성되어 있던 순환출자는 10월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모두
해소되었다.
<표 3>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 구축 2단계 과정, 2017~2018년
단계

시기

(1)

2017년 10월

내용
* 롯데제과가 지주회사 롯데지주로 전환,
롯데지주가 3개 계열회사 투자부문 흡수합병
① 롯데제과의 인적 분할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롯데제과 → 롯데지주 (투자부문; 존속, 지주회사, 상호 변경)
+ 롯데제과 (사업부문; 신설)
② 3개 계열회사의 인적 분할 및 투자부문의 롯데지주로의 흡수합병
롯데쇼핑
→ 롯데쇼핑
+ 투자부문
롯데칠성음료 → 롯데칠성음료 + 투자부문
롯데푸드
→ 롯데푸드
+ 투자부문
롯데지주 ← (흡수합병) 3개 투자부문

(2)

2018년 4월

* 롯데지주가 5개 계열회사 투자부문 흡수합병 및 1개 계열회사 흡수합병
① 2개 계열회사의 인적분할 및 투자부문의 롯데지주에로의 흡수합병
롯데상사
→ 롯데상사
(존속) + 투자부문 (신설)
롯데지알에스 → 롯데지알에스 (존속) + 투자부문 (신설)
롯데지주 ← (흡수합병) 2개 신설 투자부문
② 3개 계열회사의 인적분할 및 투자회사의 롯데지주에로의 흡수합병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로지스틱스투자 (존속) + 롯데로지스틱스 (신설)
한국후지필름 → 한국후지필름투자 (존속) + 한국후지필름 (신설)
대홍기획
→ 대홍기획투자
(존속) + 대흥기획
(신설)
롯데지주 ← (흡수합병) 3개 존속 투자회사
③ 1개 계열회사의 롯데지주에로의 흡수합병
롯데지주 ← (흡수합병) 롯데아이티테크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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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의 구축：
(1) 1단계-롯데제과의 인적 분할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2017년 4~10월
(A) 분할 일정
2017년 4월 26일：이사회 결의
5월 31일：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
8월 29일：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2017년 10월 1일：분할기일
10월 2일：분할보고총회/창립총회
분할등기 신청
10월 30일：재상장, 변경 상장

(B) 분할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배경:
1) 분할회사는 ‘투자사업부문 등’을 제외한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3개 회사(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영위 사업 중 투
자사업부문을 각각 분할하여 흡수합병하며, 이를 통해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
고자 함.
2) 분할존속회사는 자회사 관리, 신규사업투자 부분 등에, 분할신설회사는 식품의 제조 및 이
와 관련한 제품, 상품의 판매 등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
고자 함.
3) 분할회사는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제고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여, 각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증대하고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 할 계획임.
4)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함.
2. 회사명：1) 분할회사 = 롯데제과

2) 분할존속회사 = 롯데지주 (지주회사)
분할신설회사 = 롯데제과 (사업회사)

3. 사업부문：1) 롯데지주：‘투자사업부문 등’(분할회사 영위 사업 중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
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2) 롯데제과：‘분할대상사업부문’(투자사업부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
(식품 사업부문 등))
4. 방법：1) 분할되는 회사인 롯데제과가 영위하는 사업 중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설립.
2)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2017년 9월 30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
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
3) 분할존속회사는 변경상장,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유가증권시장)
5. 분할 재산 관련 사항：
1) 분할회사 주주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할회사 주식 1주(보통주)당 ‘0.1184495주’(액면가
500원)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 롯데제과의 주식 배정. 배정기준일(2017년 9월 30일), 신
주 교부 예정일(2017년 10월 27일).
2) 분할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 주주에게 1주당 ‘0.7038762주’ 비율로 주식 병합.
3)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
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함)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
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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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3월) ① 롯데알미늄 [(15.3%) → 롯데제과; (8.9%) → 롯데칠
성음료], ② 롯데제과 [(19.3%) → 롯데칠성음료; (7.9%) → 롯데쇼핑;
(9.3%) → 롯데푸드], ③ 롯데칠성음료 [(3.9%) → 롯데쇼핑; (9.3%)
→ 롯데푸드], ④ 롯데쇼핑 [(3.5%) →롯데푸드].
(2) (2017년 10월) ① 롯데지주 [(8.2%) → 롯데제과; (19.3%) → 롯데칠
성음료; (25.9%) → 롯데쇼핑; (22.1%) → 롯데푸드], ② 롯데알미늄
[(15.3%) → 롯데제과; (8.9%) → 롯데칠성음료]
1단계 과정이 마무리된 직후인 2017년 12월 현재, 롯데그룹은 전체 계열회사 107개
중 절반가량인 48개(1개 지주회사, 20개 자회사, 26개 손자회사, 1개 증손회사)가 지주
회사체제에 편입되었으며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45%였다(제Ⅲ장 제1절 참조).

2. 2단계, 2018년 1-4월: 11개 상호ㆍ순환출자의 해소
2018년 첫 4개월 동안에는 보다 진전된 조치가 취해졌다. 롯데지주가 주요 6개 계
열회사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것이다. 7개 회사 간의 지분 정리는 동시에 진행되었
으며, 2018년 1월 2일 이사회 결의 이후 4월 13일까지 3개월 여 만에 완료되었다. 합
병 및 분할합병 기일은 4월 1일로 정해졌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8개 회사 간에 형성되어 있던 3개 상호출자와 8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체제의 안정화를 기하고 전문경영 및 책임경영
을 강화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 (해소된 3개 상호출자) ① 롯데지주 → 롯데아이티테크 → 롯데지주,
② 롯데지주 → 한국후지필름 → 롯데지주, ③ 롯데지주 → 대홍기획
→ 롯데지주.
(2) (해소된 8개 순환출자) ① 롯데지주 → 대홍기획 → 롯데아이티테크
→ 롯데지주, ② 롯데지주 → 롯데지알에스 → 롯데아이티테크 → 롯
데지주, ③ 롯데지주 → 롯데지알에스 → 한국후지필름 → 롯데지주,
④ 롯데지주 →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상사 → 한국후지필름 → 롯데
지주, ⑤ 롯데지주 → 롯데지알에스 →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상사
→ 한국후지필름 → 롯데지주, ⑥ 롯데지주 → 롯데지알에스 → 대홍
기획 → 롯데아이티테크 → 롯데지주, ⑦ 롯데지주 → 롯데지알에스
→ 대홍기획 → 롯데지주, ⑧ 롯데지주 → 롯데상사 → 한국후지필름
→ 롯데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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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의 구축：
(2) 2단계-롯데지주의 주요 6개 계열회사 합병 및 분할합병, 2018년 1~4월
(A) 분할 및 합병 일정 (롯데지주 등 7개 회사)
2018년 1월 2일：이사회 결의
2월 2일：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
2월 27일：합병 및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018년 4월 1일：합병 및 분할합병 기일
4월 2일：합병 및 분할합병 종료보고
총회(이사회 결의), 합병 및
분할합병 등기 신청
4월 13일：추가 상장

(B) 분할 및 합병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배경：
1) 3개 상호출자 및 8개 순환출자 해소
2) 지주회사체제의 안정화, 전문경영/책임경영의 제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2. 방법：
1) 롯데지주가 2개 계열회사(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 투자부문을 분할합병 및 3개 계열회사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투자부문을 합병의 방법으로 통합하고, 1개 계
열회사(롯데아이티테크)를 흡수합병.
2) 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주주가 구주권 제출기간(2018.2.27.~3.30) 종료일 현재 소유 주
식에 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롯데지주 주식을 배정받음.
3)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사업부문을 인적분할방식으로 신설하고, 이들 3
개 회사의 각 투자존속법인의 주주가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에 대하여 합
병 비율에 따라 롯데지주 주식을 배정받음.
4) 롯데아이티테크：주주가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
라 롯데지주 주식을 배정받음.
5)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① 분할합병
롯데상사
：롯데상사,
：롯데지주가 신설회사 흡수합병
롯데지알에스 ：롯데지알에스,
：롯데지주가 신설회사 흡수합병
② 합병
롯데로지스틱스：롯데로지스틱스투자, 롯데로지스틱스：롯데지주가 존속회사 흡수합병
한국후지필름 ：한국후지필름투자, 한국후지필름 ：롯데지주가 존속회사 흡수합병
대홍기획
：대홍기획투자,
대홍기획
：롯데지주가 존속회사 흡수합병
롯데아이티테크：：롯데지주가 롯데아이티테크
흡수합병
3. 분할 재산 관련 사항：
합병법인

롯데지주

(합병비율) 1,

피합병법인

롯데지알에스

투자부문

23.2296524

11.0526640

대홍기획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한국후지필름
롯데아이티테크

투자부문
투자부문
투자부문
투자부문

177.1972380
4.1020564
8.0268668
77.9832468
1.1962071

158.6570024
2.2259210
6.1754949
66.3798934
-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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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및 합병은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2개 회사(롯데상사, 롯데지알에
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부문이 신설된 후 후자가 롯데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투
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은 존속회사(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로 개편되었다.
둘째, 3개 회사(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은 투자부문(롯데로지스틱스
투자, 한국후지필름투자, 대홍기획투자)이 인적 분할을 통해 존속회사로 분리된 후 롯
데지주에 흡수합병되었다. 투자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은 신설회사(롯데로지스
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셋째, 6개 회사 중 나머지 1개(롯
데아이티테크)는 인적 분할 없이 롯데지주에 바로 흡수합병되었다.

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 2018년 9월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 구축을 위한 2단계 과정이 마무리된 이후, 체제에 편입된 회
사는 48개(2017년 12월)에서 52개(2018년 9월)로 늘어난 반면 그룹 전체 계열회사는
107개에서 91개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은 45%에서 57%로
더욱 높아져 지주회사체제가 보다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표 6>).

1. 롯데지주의 주주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의 주주 분포를 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38.3%(보
통주 기준)이다. 특수관계인은 총 30명/개이며, 친족 및 임원(20명), 공익법인(3개), 계
열회사(7개) 등 3부류로 구성되었다.
첫째, 최대주주는 2018년 5월 그룹의 새 동일인이 된 신동빈이다. 지분은 10.5%로
적은 편이며, 전문경영인인 황각규와 함께 대표이사직을 가지고 있다. 롯데지주와 롯데
그룹의 소유ㆍ경영권을 신동빈이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
동빈은 롯데지주 외에 17개의 다른 계열회사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7개 회사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한국후지필름, 롯데상사, 코리아세븐, 롯데역사,
롯데엑셀러레이터)에서의 지분은 5% 이상(2018년 5월, 발행 주식 총수 기준)이다. 신
동빈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수는 조금씩 늘어나 2012~2013년 14~15개, 2015년
17개 그리고 2016년 이후 18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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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 2018년 9월
(A) 롯데지주의 주주(보통주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38.3%]
최대주주
친족 및 임원
공익법인
계열회사

1명：[10.5]
20명：[ 5.0]
3개：[ 3.9]
7개：[18.9]

신동빈(* 신동빈, 황각규：상근대표이사)
신격호(2.8), 신영자(2.0), 신동주(0.2), 기타 17명(0.0)
롯데장학재단(3.7), 롯데문화재단(0.1), 롯데삼동복지재단(0.1)
호텔롯데(9.0), 롯데알미늄(4.6), 롯데홀딩스(2.2),
L제2투자회사(1.3), 부산롯데호텔(0.9), L제12투자회사(0.7),
롯데케미칼(0.2)

롯데지주 (자기주식)：[39.3%]
(B) 롯데지주(*)의 계열회사：51개(자회사 24개, 손자회사 27개)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57%]
그룹 전체 계열회사
：91개(* 상장회사 11 / 비상장회사 80)
지주회사체제 편입 회사：52개(* 상장회사 8(지주회사 1, 자회사 5, 손자회사 2) /
비상장회사 45(자회사 19, 손자회사 25))
자회사(24개)：롯데정보통신(* 70%), 롯데쇼핑(* 38.80), 롯데칠성음료(* 24.94),
롯데푸드(* 22.10), 롯데제과(* 21.37);
롯데미래전략연구소(100), 씨에이치음료(100), 엠제이에이와인(100),
충북소주(100), 롯데멤버스(93.88), 롯데카드(93.78), 롯데자이언츠(95),
백학음료(86.06), 코리아세븐(79.66), 한국후지필름(76.09), 롯데자산개발(60.47),
대홍기획(56.49), 롯데지알에스(54.44), 롯데네슬레코리아(50), 롯데역사(44.53),
롯데상사(41.37), 롯데로지스틱스(36.22), 롯데인천타운(27.45),
롯데글로벌로지스(15.22)
손자회사 (27개)：* 롯데정보통신 ( 1개)：현대정보기술(* 59.68)
* 롯데쇼핑
(13개)：롯데하이마트(* 65.25);
롯데김해개발(100), 롯데컬처웍스(100),
씨에스유통(99.95), 롯데지에프알(99.93),
롯데수원역쇼핑타운(95), 롯데울산개발(94.84),
롯데송도쇼핑타운(56.30), 우리홈쇼핑(53.03),
롯데제이티비(50), 롯데타운동탄(50),
한국에스티엘(50), 에프알엘코리아(49)
* 롯데칠성음료 ( 2개)：산청음료(66.67), 롯데아사히주류(50)
* 롯데제과
( 1개)：스위트위드(100)
충북소주
롯데카드
코리아세븐
롯데자산개발

(
(
(
(

1개)：에치유아이(90)
1개)：이비카드(100)
2개)：바이더웨이(100), 롯데피에스넷(32.34)
3개)：마곡지구피에프브이(100), 은평피에프브이(69.50),
롯데쇼핑타운대구(100)
대홍기획
( 2개)：모비쟆미디어(70), 엠허브(99.90)
롯데글로벌로지스( 1개)：롯데코스코쉬핑로지스(51)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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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명의 친족 및 임원이 5%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3명의 가족구성
원(아버지 신격호 2.8%, 누나 신영자 2%, 형 신동주 0.2%)이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가
지고 있다.
셋째, 신동빈 일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3개 공익법인이 3.9%를 보유
하고 있으며, 롯데장학재단의 지분(3.7%)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넷째, 7개 계열회사가, 다른 두 부류의 특수관계인 지분보다 훨씬 많은,
18.9%를 가지고 있다. 호텔롯데(9%), 롯데알미늄(4.6%), 롯데홀딩스(2.2%) 등 3개 회
사의 지분은 2% 이상씩이다.
한편, 롯데지주는 자기주식을 39.3% 보유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전체 지분(38.3%)보다 많은 수치이며, 최대주주 지분과 비교하면 거의 4배에 달한다.
또 외부주주들 중 소액주주의 지분은 29.1%이다.

2. 롯데지주의 계열회사
롯데지주의 계열회사는 총 51개이다. 자회사 24개 그리고 손자회사 27개이며, 이들
중 상장회사는 각각 5개, 2개이다.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도 상장회사이며, 이를 포함하
면 그룹 전체 11개 상장회사 중 대부분인 8개가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어 있다.
롯데지주가 보유한 5개 상장자회사 지분은 70-21.37%이며, 19개 비상장자회사 지
분은 100-15.22%이다. 24개 자회사 중에서는 10개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 10개 자회사 중 4개(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는 상장회
사, 6개는 비상장회사이다. 롯데쇼핑이 13개의 손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실질적인 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자회사는 각각 1~3개씩의 손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Ⅵ. 맺음말：요약 및 전망
본 논문은 최근 1년여 사이에 진행된 롯데그룹 소유구조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새 지주회사인 롯데지주의 출범(2017년 4~10월)과 11개 상호ㆍ순환출자의 해소
(2018년 1~4월)를 통해 그룹 계열회사의 절반 이상이 지주회사체제로 조직되었다(91
개 중 52개, 57%). 아직은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롯데지주의 지분구조가 아직은 충분하게 정비되지 못한 상태이다. 최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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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친족의 지분(보통주 기준 10.5%, 5%)이 적은 점, 최대주주가 다수의 다른 계열
회사(17개)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주요 계열회사(7개)가 지주회사의 지분(18.9%)
을 상당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점, 자기주식의 비중(39.3%)이 매우 높은 점 등이 이를
말해 준다.
먼저, 2018년 5월 현재의 10대 그룹 중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다른 5개 그룹과 비
교하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및 친족 지분’은 매우 적다. 발행 주식
총수 기준 8.6%이다. 이에 비해, SK그룹은 23.2%(최태원), LG그룹은 31.9%(구본무
11.1%, 친족 20.8%), GS그룹은 40.9%(허창수 4.7%, 친족 36.2%), 농협그룹은 100%
(농협중앙회),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은 30.9%(정몽준 25.8%, 친족 5.1%)이다. 롯데
그룹보다 조금 일찍 2017년 초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현대중공업의 경우, 1년 전
(2017년 5월 10.2%(정몽준))에 비해 지분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롯데그룹 또한 최대주주의 지분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체
제로의 전환은 오너 일가의 소유권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
이다. 아버지(신격호) 및 형제(신동주, 신영자)와의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친
족 지분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최대주주(신동빈) 개인의 지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다른 계열회사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분 보유 회사는 17개로 매우 많고 지분(19.99-0.01%)도 큰 편이다. 이에 비해,
SK그룹은 3개(0.4-0.0%), LG그룹은 1개(1.1%), GS그룹은 2개(11.9-10.4%), 농협그
룹은 4개(100-1.5%),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은 0개이다. 또 신동빈의 지분 증가를 위
해서는 지주회사에 다른 계열회사들의 보유 지분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7개
계열회사가 18.9%(보통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개 회사의 지분이 많다(호텔
롯데 9%, 롯데알미늄 4.6%). 다른 5개 그룹 지주회사(㈜SK, ㈜LG, ㈜GS, 농협경제지
주 및 농협금융지주, 현대중공업지주)에서는 계열회사의 지분이 전혀 없다.
한편,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다른 5개 그룹 지주회사에서는 관련 지분이 없는데 반
해, 롯데지주에서는 39.3%나 된다. 자사주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2018년 1~4월
에 진행된 5개 계열회사의 투자부문 및 1개 계열회사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이들 6개
회사들이 보유했던 롯데지주 지분이 흡수합병 주체인 롯데지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었
기 때문이다. 자사주는 경영권 강화, 기업분할, 적대적 인수 대비 등 여러 목적으로 사
용되어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의 비중은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된다. 그 첫 조치로 2018년 11월 ‘롯데지주의 자사주 24.5%(전체 주식
10%) 소각’이 결정되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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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진행 상황, 2018년 11월
월일

관련 회사

11.21 롯데지주

내용
* 자사주 24.5%(전체 주식의 10%) 소각 결정 → 주식 가치 상승 효과
기대
* 자본잉여금(4.5조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결정
→ 배당 가능 재원 확보 및 주주 이익 제고

11.27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로지스틱스

* 2개 금융계열회사 매각 발표
금융계열회사는 지주회사 설립(2017년10월) 이후 2년 이내에 정리
해야 함
롯데캐피탈은 당분간 유지
* 2개 물류 계열회사 합병 결정
2019년3월 합병 예정, 존속 법인은 롯데글로벌로지스, 상호 변경 예정

주：롯데지주 보유 지분：(93.78%) 롯데카드, (15.22%) 롯데글로벌로지스, (36.22%) 롯데로지스틱스.
출처：조선일보.

소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자사주의 비중은 현재보다 다소 낮아지게 된다(39.3% →
29.3%). 이번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롯데지주의 자본금은 23억 3,140만 원가량 그
리고 발행 주식 수는 1,166만 주가량 줄어들게 된다. 전체 유통 주식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주주들이 보유한 남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롯데지주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지주회사체제를 보완하는 3가지 다른 조치도 취해졌다. 롯데지주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으로의 전환 결정, 2개 금융계열회사(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의 매각 결정, 그리고 2개 물류 계열회사(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로지스틱스)의 합병
결정이다.
이들 4가지 조치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조치가 추가적
으로 취해질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최대주주 신동빈의 롯
데지주 소유권이 어느 정도로 강화될지, 이를 위해 신동빈의 다른 계열회사에 대한 지
분 그리고 롯데지주에 대한 다른 계열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정리될 지이다. 또 여전히
남아 있는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고리가 정리되어 얼마나 많은 계열회사가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의 피라미드식 상하 지분관계 즉 투명한 지배구조
로 재편될지, 그리고 그 결과 지주회사체제가 어느 정도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
할지 주목된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체제가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면 새로운 지배구조의
성격과 의의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이전에 비해 이후에,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얼마가 제고되었는지 그리고 경영성과와
배당정책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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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롯데그룹 지주회사체제와 다른 그룹 지주회사체제의 비교 연구도 순차적으로 진
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다른 그룹의 경우도 지주회사체제가 계속 변화하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벌과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000년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여 2019년 현재 20년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SK그룹의 경우, 2016년에 비로소 최대주주(최태원)가 지주회사(㈜
SK)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 이전까지는 비상장회사(SK C&C)를 통한
간접 지배구조였다. 또 두 번째로 긴 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LG그룹에서도, 2018
년 최대주주(구본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양아들(구광모)이 새 최대주주가 되었
고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LG)의 주주 구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05년 LG그룹
에서 분리되어 출범 때부터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한 GS그룹의 경우에는, 여러 허씨 일
가가 계열회사들을 분할 지배하면서 지주회사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았는
데, 후자의 회사들 중 ‘코스모앤컴퍼니’ 계열회사들이 2016년 분리되면서 지주회사체
제의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재벌과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작업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10대 그룹인 롯데와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하는 등 새로운 지
배구조로서의 지주회사체제 도입은 이미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재도입된 지 올해(2019년)로 21년째가 된다. ‘혼탁한 순환출자구조보다는 투명
한 지주회사체제가 그래도 낫다’는 취지였다. 지배구조의 외형적인 모습은 투명하고 예
측가능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롯데그룹의 소유지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3장 참조). 문제는 지주회사체제 도입 이후 오너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강화되
고, 이로 인해 ‘재벌공화국’의 이미지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지주
회사제도가 재도입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작용’이기도 했다.
지주회사제도가 재도입된 지 2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지주회사체제’
를 재검토, 재조명 작업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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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lding Company System in Lotte Group
2)

Dong-Woon Kim*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corporate governance of Lotte
Group, the 5th largest group in Korea as of 2018, has changed from the
interlocking ownership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e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two stages. First, in October 2017, Lotte
Confectionery, a key member company of the Group, was transformed into a
holding company called Lotte Holding Company, which, at the same time, took
over the ‘investment’ segments of three member companies. And, second, in April
2018, the new holding company merged the ‘investment’ segments of five other
companies and, also, one cmpany as a whole.
As the result, in Lotte Group as of May 2018, a nearly half of the member
companies (48 of 107 companies; 45%) was organized in the holding company
system, which consisted of one holding company (Lotte Holding Company), 20 son
companies, 26 grandson companies, and one grand-grandson company. The
representative owner of the holding company is Dong-Bin Shin, the second son of
Gyuk-Ho Shin, the founder, but he has only 10.5% of the whole shares while his
intimate group, including his family members, has 27.5% and, more significantly,
the holding company itself 39.3%. Among the Shin’s intimate groups are included
seven member companies and, at the same time, Shin still owns shares in 17
other companies, except the holding company.
The transform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Lotte Group into a holding
company system is still in progress. It is expected that, as time goes on, Shin’s
shareholding in the holding company will be gradually strengthened and, also,
into a fully-fledged system will be developed with more and more member
companies.
<Key Words> Lotte Group, Corporate governance, Holding company system,
Holding company, Lotte Holding Company, Dong-Bi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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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후반의 제조업 회사
3)

류 상 윤*

요 약
1950년대 후반은 원조를 통한 경제부흥이 본격화된 시기로서 당시 존재했던 기업들에게 원
조 자금 배분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고도성장기에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 현대경제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그
작업을 위한 토대 마련의 하나로서 1950년대 후반 제조업 회사의 DB를 구축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3개년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와 1959년 ｢법인명부｣가 DB 구축에 사용되었다.
제조 기업 중 회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10~20% 정도였으며 음료, 인쇄ㆍ출판 등의 업종에
서 비중이 높았고 섬유, 신발ㆍ의류 등은 낮았다. 1959년초를 기준으로 1,500여개의 제조업
회사를 추출해낼 수 있었고 그 중 1,100개 정도의 회사는 설립년과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당시 제조업 회사의 80%는 해방 후에 설립된 것이었으며 해방 이전 설립된 회사의 대부
분은 음료품 제조업에 속했다. 자본금은 섬유, 유리 및 토석제품, 식료품 제조업에 66%가 몰
려 있었다. 이것은 해방 전 양조업에 40%의 조선인 회사 자본이 집중돼 있었던 것과 대비를
보인다.
<주제어> 법인, 회사, 사업체, 설립년, 자본금

Ⅰ. 머리말
거시적 수준에서 경제의 성장은 미시적 수준에서 기업의 성장과 흔히 등치된다. 한
국 경제의 성장도 역시 기업의 성장을 동반했다. 그런데 해방, 분단, 전쟁을 겪은 후 경
제부흥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 후반의 기업 실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
이 많지 않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기 또는 그 이후와 비교해 전산업 또는
제조업 범위에서 기업의 성장을 분석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1) 이것은 식민지기 기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ryusangy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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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또는 회사의 성장, 존속, 쇠퇴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과 대비된다.2)
1950년대 후반에 어떤 기업들이 존재했고 이들에게 원조 자금 배분 등이 어떻게 이
루어졌으며 이들이 그 후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 현대경제사 연구에
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3) 본 연구는 그러한 작업을 위한 토대 마련의 하나로서
1950년대 후반 제조업 회사의 DB를 구축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범위
를 제조업과 회사로 한정지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1950년대 후반의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만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와 업종 분류가 이루어졌다. 둘째, 회사
가 아닌 제조업체의 경우 업체명이 특정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시기와
성격이 다른 명부를 대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회사의 경우 자본금, 설립년과
같은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고 1970년대 이후에는 매출, 손익과 같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4)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명부는 3개년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의 결과로서 만들
어진 명부와 세무당국이 법인세 징수를 위해 작성한 법인명부이다.5) 이들을 입력해 DB
를 만들고 서로 대조하여 1950년대 후반 제조업 회사의 실태를 전체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회사수, 설립년, 자본금이라는 세 변수가 주로 다루어질 것이다.

Ⅱ. 1950년대 후반의 제조업 회사
해방 이후 제조업체에 대한 폭넓은 전수 조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55년이었다. 한
국은행이 담당했던 ‘1955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가 그것이다. 이후 조사 주체
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바뀌어 1958년, 1960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가 실시되었
다. 1960년대에는 경제기획원(이후 통계청)이 ‘광공업 센서스’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이
어갔다. 이들 조사는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이라는 동일한 기준의 통계 시계열을 만
1) 공제욱(1993)이 당시 대자본(재벌) 소유 기업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연구한 바 있고 이상철
(1989), 서문석(1998)과 같이 일부 산업의 1950년대 기업 실태를 다룬 연구는 있지만 전반적인
기업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2) 허수열(1989), 홍제환(2013)을 예로 들 수 있다.
3) 예컨대 류상윤(2017)은 1954년에 원조자금 배분을 받은 기업 리스트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전체 기업체 명부와 연결한다면 한국 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로 1950년대 후반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10~12%였다. 이것이 고도성
장을 거친 후 1980년대말에는 30%까지 상승했다.
5) 이밖에도 1950년대 후반 기업체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작성한 ｢1956년 전
국주요기업체명감｣, ｢1958년 전국기업체총람｣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작성한 명부만
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지만 향후 이들 민간 명부와의 비교대조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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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냈다. 조사 단위는 ‘사업체’로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 사무소 등과 같이 그곳
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를 가리킨다(상공부ㆍ한국산업은행, 1961b,
9). 예컨대 어떤 기업이 3곳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3개 사업체가 되는 것이다.
각 사업체는 조직형태에 따라 법인, 단체, 개인으로 분류되었다. 법인은 “민법, 상법
및 특수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등기를 필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또는 2인 이상이 공동목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하는” 것, 개인
은 “단일 世帶 또는 단일인 소유의” 것을 말한다(상공부ㆍ한국산업은행, 1961b, 11).
이 중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회사는 법인에 속한다. <표 1>은 각 연도 조사보고서에
집계된 법인 제조업 사업체수의 비중을 제시한 것이다. 법인에는 회사 외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일부 조합 등이 있으나 이들은 소수이므로 회사의 비중이라고 보아도 큰 차
이는 없다.
<표 1> 1950년대 후반 제조업 사업체수 및 법인 비중
시점

제조업 사업체수(A)

법인 형태의
제조업 사업체수(B)

비중(B/A %)

1955
(1955년 10월말)

8,628

1,579

18.3

1958
(1959년 3월말)

12,971

2,047

15.8

1960
(1960년 12월말)

15,204

1,875

12.3

주：1)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임.
2) 1955년 법인 사업체 수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영 사업체도 포함돼 있음.
출처：한국은행(1956c),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 종합보고서 1955｣; 한국산업은행(1959b),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 종합보고서 1958｣; 상공부ㆍ한국산업은행(1961b), ｢광업 및 제
조업 사업체 조사 종합보고서 1960｣.

전체 제조업 사업체수는 1950년대 후반에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조직형태가 법인인
사업체의 비중은 오히려 계속해서 낮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후반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림 1>을 보면 비중 하락은 1968년까지 계속됐다. 법인 사업
체는 그다지 늘지 않는 가운데 비법인 사업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업화
초기에 개인 사업체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
상은 1970년대 들어 비로소 역전됐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1960년 법인 사업
체 수가 1958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점이다. 이것은 1950년대말 불황의 여파인 것
으로 생각되지만 향후 추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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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조업 사업체수 및 법인 비중 추이(1955=100, %)

주：1)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임.
2) 1955년 법인 사업체 수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영 사업체도 포함돼 있음.
출처：한국은행(1956c),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 종합보고서 1955｣; 한국산업은행(1959b),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 종합보고서 1958｣; 상공부ㆍ한국산업은행(1961b), ｢광업 및 제
조업 사업체 조사 종합보고서 1960｣; 경제기획원(1965),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 기본통계편
’63｣; 경제기획원(1967),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 기본통계편 ’66｣; 경제기획원(1970), ｢광공
업 센서스 보고서 시리즈I 기본통계편 ’68｣; 경제기획원(1975),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시리즈
I) 1973｣; 경제기획원(1980),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상권) 1978｣; 경제기획원(1985), ｢산업
센서스 보고서(상권) 1983｣; 경제기획원(1990), ｢산업 센서스 보고서(상권) 1988｣.

<그림 2>는 법인 사업체 비중을 상시 종업원수 규모별로 비교해본 것이다. 규모가
클수록 법인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그만큼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많은 자본을 모으고 관리하려면 회사라는 조직이 유리하기 때문일 것
이다.
법인 사업체 비중은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표 2>는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19
개)로 연도별 법인 사업체수 및 비중을 제시한 것이다. 음료, 인쇄ㆍ출판, 고무제품, 화
학, 1차 금속, 전기기계기구 등의 업종에서 법인 사업체의 비중이 높았다. 음료품 제조
업은 법인 비중도 높고 법인 사업체수도 어느 업종보다 많았는데, 사업체 명부를 보면

6) <그림 1>에서도 눈에 띄지만 1968년(2,310개)에도 1966년(2,367개)에 비해 법인 사업체수가 줄
어든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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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법인 비중(%)

주：1)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임.
2) 1955년 법인 사업체 수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영 사업체도 포함돼 있음.
출처：<표 1>과 같음.

각 지방에 산재한 양조장들이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회사 형
태로 된 것들이 많았다.7) 한편, 섬유, 신발ㆍ의류 등은 거의 대부분 비법인 사업체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업종
별 법인 사업체수는 음료, 식료, 섬유, 제재, 인쇄ㆍ출판, 화학 등의 순으로 많았다. 비
법인을 포함한 업종별 사업체수가 섬유, 식료, 음료, 신발ㆍ의류, 유리 및 토석의 순이
었던 것과 대비된다.8)
<표 2>에서 1955년에서 1960년 사이 5년간 업종별 법인 사업체수 변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자본금 등과 같은 규모의 변동과 함께 비교할 때 실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사업체수만을 비교해본다(‘C/A’ 열 참조).
법인 사업체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늘었지만 ‘고무제품’은 절반으로 줄었고 ‘수송용기
7) 해방 이전에도 양조업은 조선인 제조업 회사들이 집중되어 있던 업종이었다. 주익종(1991, 43)
참조. 주익종(1992, 283-287)은 총독부 당국의 합동ㆍ집약 조치와 주조업자간의 경쟁으로 식민
지기 주조장들이 대규모화하고 회사로 바뀌어갔음을 지적했다.
8) 단, 1960년은 음료와 신발ㆍ의류의 순서가 바뀌어 섬유, 식료, 신발ㆍ의류, 음료, 유리 및 토석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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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구’와 ‘섬유’도 조금 줄어들었다. 이들 업종에서 일종의 구조조정이 일어났음을 시
사한다. 반면, 법인 사업체수가 가장 큰 비율로 늘어난 것은 ‘화류, 의류 및 장신품’, ‘석
유 및 석탄제품’이었다. ‘지류 및 지류제품’, ‘화학’, ‘식료품’, ‘음료품’도 많이 늘었다.
<표 2> 제조업 업종별 법인 사업체수 및 비중(%)
업종

1955년(A)

1958년

1960년(C)

C/A

식료품

211
(20.9)

273
(18.5)

290
(14.5)

1.37

음료품

326
(36.9)

434
(32.4)

429
(29.3)

1.31

섬유

208
(7.3)

220
(7.9)

200
(8.0)

0.96

靴類, 의류 및 장신품

21
(6.8)

60
(5.4)

50
(3.0)

2.38

제재 및 목제품

129
(19.5)

154
(16.4)

132
(13.3)

1.02

가구 및 장비품

14
(18.4)

24
(6.8)

19
(4.1)

1.36

지류 및 지류제품

26
(17.2)

28
(10.2)

40
(8.3)

1.54

인쇄, 출판 및 동관련품

102
(32.0)

153
(28.6)

127
(23.0)

1.25

피혁 및 피혁제품

10
(17.0)

12
(20.7)

10
(18.2)

1

고무제품

51
(39.8)

37
(30.8)

27
(25.7)

0.53

화학

85
(32.8)

126
(32.5)

115
(30.8)

1.35

석유 및 석탄제품

26
(23.0)

55
(10.6)

60
(7.6)

2.31

유리 및 토석제품

86
(14.8)

100
(9.9)

87
(6.6)

1.01

제1차금속

41
(20.5)

66
(26.5)

50
(26.3)

1.22

금속제품

39
(16.9)

58
(12.5)

43
(6.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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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1955년(A)

1958년

1960년(C)

C/A

기계

52
(18.8)

55
(12.7)

66
(12.5)

1.27

전기기계기구

19
(28.8)

38
(43.7)

38
(29.5)

2

수송용기계기구

73
(24.8)

91
(17.1)

70
(11.4)

0.96

기타

60
(37.5)

63
(21.2)

22
(7.1)

0.37

주：1) 괄호 안의 비중은 해당 업종 사업체 중 법인 사업체의 비중임.
2)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임.
3) 1955년 법인 사업체 수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영 사업체도 포함돼 있음.
출처：<표 1>과 같음.

법인 사업체의 분포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남, 경북의 순
이었다. 1958년의 경우 서울 26%, 경남 20%, 경북 14%로 이들 세 지역에 60%가 몰
려 있었다(경기를 포함하면 70%). 3개년을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조금씩 늘
어남에 따라 경남북의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이것은 비법인 포함 사업체수
의 추이와 유사한데 전쟁의 피해를 크게 입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후복구와 경제부흥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표 3> 1950년대 후반 제조업체 명부
명칭

작성기관

조사시점

수록기준

비고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5 및 부록

한국은행

1955년 10월말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종업원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8

한국산업은행

1959년 3월말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60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1960년 12월말

상시 종업원수
3인 이상

법인명부

재무부 사세국

1959년 1월 1일

稅籍 등록법인과
과세대상 법인

자본금,
설립년도

주：1)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5(부록)｣에는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인 업체도 일부 수록
돼 있음.
2) 비고에는 업체명, 대표자, 주소 외에 해당 자료에 특별히 실린 항목을 표시함.
출처：한국은행(1956a),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5｣; 한국은행(1956b),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5(부록)｣; 한국산업은행(1959a),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8｣; 상공
부ㆍ한국산업은행(1961a),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60｣. 재무부(1959), ｢법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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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구별된다. 광업 및 사업
체 조사의 집계 통계에는 1958년을 제외하면 회사 종류별 사업체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
으므로 이를 알기 위해 직접 명부를 입력했다. <표 3>은 입력에 사용된 명부들의 목록이
다. 이 중 ｢법인명부｣는 III장의 분석을 위한 것이지만 각 자료들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
하기 위해 같이 실었다. 1960년 명부에는 상시 종업원수 3~4인 사업체도 포함돼 있지만
이 규모의 사업체 중 회사 조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므로 그대로 입력했다.
<표 4>에 실린 수치 중 1958년(b) 이외의 것은 그렇게 만든 3개년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이하 ｢광공업 사업체 명부｣) DB에서 사업체명에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가 들어간 사업체수를 계산한 것이다. 기타는 단지 ‘회사’라고만
되어 있는 사업체이다. 이들의 합계는 집계 데이터의 법인 사업체수보다 작다. 회사가 아
닌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일부 조합 등)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밖에 실제로 회사
이면서 사업체명에 ‘회사’가 빠진 것들 때문이기도 하다.9) <표 1>과 비교해보면 DB의
포괄 정도는 1955년 명부가 91%, 1958년 명부가 81%, 1960년 명부가 80%이다.
<표 4> 회사 종류별 제조업 사업체 수
회사명

1955년

1958년(a)

1958년(b)

1960년

주식회사

1,205
(83.7)

1,375
(83.4)

1,509
(79.8)

1,251
(83.7)

합자회사

114
(7.9)

161
(9.8)

242
(12.8)

127
(8.5)

합명회사

65
(4.5)

63
(3.8)

112
(5.9)

58
(3.9)

유한회사

24
(1.7)

20
(1.2)

27
(1.4)

22
(1.5)

기타

32

30

-

36

계

1,440
(100)

1,649
(100)

1,890
(100)

1,494
(100)

주：1) 1955년, 1958년은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사업체, 1960년은 상시 종업원수 3인 이상 사
업체 대상임.
2) 1958년(a)는 명부, 1958년(b)는 종합보고서의 수치임.
출처：한국은행(1956a),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5｣; 한국은행(1956b),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5(부록)｣; 한국산업은행(1959a),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8｣; 한국
산업은행(1959b),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 종합보고서 1958｣; 상공부ㆍ한국산업은행
(1961a),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60｣.
9) 예컨대 1955년 명부에는 ‘주식회사동아일보사’가 ‘동아일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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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를 보면 회사 형태의 사업체 중 주식회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명부
에서 계산한 수치로는 83~84%, 1958년 집계 보고서의 수치도 80%였다.10) 그 다음은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의 순이었다.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업종별로 보면
합자회사, 합명회사는 주로 음료품 제조업에 몰려 있었다. 1958년의 경우 합자회사,
합명회사 사업체 중 음료품 제조업의 비중은 40% 내외였다.11) 주식회사의 경우 이 비
중이 20% 내외12)였던 것과 대비된다.

Ⅲ. 제조업 회사의 설립년도와 자본금
앞서 살펴본 3개년의 ｢광공업 사업체 명부｣는 정부 차원의 폭넓은 조사를 통해 당시
제조업체를 망라한 귀중한 자료이지만 업종분류,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를 제외하면
각 업체의 특성(예: 규모)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1955년의 종업원수가 유일하다. 따
라서 제조업 회사의 설립년, 자본금 등의 특성을 알려주는 다른 자료와 연결함으로써
당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법인명부｣는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들을 파악한 장부이다.13)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인을 제외하면 각 법인은 소득(=총익금-총손금)의 30%를 법인세로서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14) ｢법인명부｣는 각 사세청별(서울, 대전, 광주, 부산)로 따로 작성된 명부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으로 다시 법인 분류별 가나다순으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3>). ‘주
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주요 분류는 각 사세청 공통이지만 나머지는 사세
청별로 다르다.15) 특히 부산사세청의 경우 다른 사세청에는 없는 ‘지점법인’16)과 ‘특
별법인’(산림조합 등)이 포함돼 있어서 기타 분류의 법인 수가 많다(<표 5>).

10) 명부에서 계산한 수치가 더 큰 것은 다른 회사들보다 주식회사의 명부 식별률이 더 높기 때문
이다.
11) 집계 보고서에서 합자회사는 35%, 합명회사는 38%, 명부에서 합자회사는 46%, 합명회사는 41%
가 음료품 제조업에 속했다.
12) 집계 보고서에서는 20%, 명부에서는 22%.
13) “세무서 稅籍 등록법인과 재무부 사세국 자료조사에 의하여 인지된 과세대상 법인”을 수록했다
고 기록하고 있다.
14) 법인세법(1958년 12월 29일 개정, 1959년 1월 1일 시행). 친족이 일정 비중 이상의 주식을 가
지고 있는 ‘동족회사’의 경우는 세율이 32%로 더 높았다.
15) <표 5>의 기타에 포함된 분류는 다음과 같다. 서울：사단법인, 재단법인. 광주：기타(유한회사+
재단법인). 부산：공익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지점법인, 특별법인. 대전은 주요 4분류 외에 다
른 분류는 없다.
16) 본사는 부산이 아니지만 지점이 부산에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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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법인명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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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법인명부｣ 수록 사세청별, 분류별 법인 수
사세청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기타

계

서울

2,201
(87.6)

162
(6.4)

86
(3.4)

10
(0.4)

53
(2.1)

2,512
(100)

대전

226
(68.9)

88
(26.8)

13
(4.0)

1
(0.3)

광주

408
(62.4)

135
(20.6)

94
(14.4)

부산

1,483
(63.8)

443
(19.1)

98
(4.2)

계

4,318
(74.2)

828
(14.2)

291
(5.0)

328
(100)
17
(2.6)

654
(100)

48
(2.1)

251
(10.8)

2,323
(100)

59
(1.0)

321
(5.5)

5,817
(100)

주：1) 기타에 포함된 분류는 본문 각주 참조.
2) 광주사세청의 경우 ‘기타’에 유한회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재무부(1959), ｢법인명부｣.

｢법인명부｣에 수록된 총 회사 수는 5,496개17)이다. 이들은 당시 존재하던 모든 회
사가 아니며 그 중 가동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두얼(2014, 174)이 추계한
1958년의 회사수 10,833개에는 크게 못 미치는 반면 1960년대 가동법인 수 통계와
더 잘 연결되기 때문이다.18) 이들 5,496개 회사 중 주식회사의 비중은 79%로 앞의
｢광공업 사업체 명부｣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다.
｢법인명부｣는 각 회사의 설립(등기)일과 자본금 등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지만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사업종목’을 보고 업종을 분류하기도 쉽지 않
다. 예컨대 <그림 3>의 ‘청계약품주식회사’는 사업종목이 ‘洋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을 직접 만드는지(제약업) 아니면 약을 거래할 뿐인 것인지(상업) 불분명하다. 따라서
제조업 회사에 대해 명확히 업종 분류를 하고 있는 ｢광공업 사업체 명부｣와 연결함으
로써 자료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17) <표 5>의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를 합산한 것으로 실제 명부 상에는 약간의 중
복이 있다.
18) 1961년 현재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을 제외한 가동법인 수는 5,459개였다(김두얼 2014, 174).
｢법인명부｣에는 ‘休’라 표시된 것도 일부 있으므로 1959년초의 5천여개는 이것과 크게 어긋나
지 않는다. 또한 ｢국세통계연보｣ 상의 1967년 가동법인 중 회사 수는 9,872개였고 1960년대말
에 매년 8백여개씩 늘어나고 있었다(홍제환 2018, 914).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1959년초의
5천여개는 무리가 없는 수치라고 판단된다. 전체 회사 수와 가동법인 수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
는 등기를 하였지만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이른바 ‘간판회사(paper company)’ 때문이다. 등록
법인 대비 가동법인의 비중은 1960년대 약 30%였으며 1970년대말부터 상승해 1990년대 이후
는 약 50% 수준이 되었다(김두얼 2014,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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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부｣와 가장 조사시점이 가까운 명부는 ｢광공업 사업체 명부 1958｣이다. 각
각 1959년 1월초와 1959년 3월말로 3개월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명
부의 회사를 연결해 보기로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광공업 사업체 명부 1958｣
은 사업체를 단위로 하고 있어서 한 회사가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
어 누룩을 생산하던 ‘韓國麯子株式會社’의 경우 각 지역의 12개 공장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회사명이 같다고 모두 한 회사의 공장이나 지점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회
사명이 두 번 이상 등장하는 70여개의 회사에 대해 대조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한 1,649개의 사업체가 회사 기준으로는 1,556개로 좁혀졌다(<표 10> 참조).
<그림 4> 제조업 회사의 설립년별 분포

주：DB에 활용된 두 자료의 시점 중 빠른 1959년 1월 1일 현재의 상황임.
출처：한국산업은행(1959a),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명부 1958｣; 재무부(1959), ｢법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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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556개 회사를 ｢법인명부｣와 대조해 연결했다. 동명이사나 두 자료 간에 회사
명이 약간씩 다르게 입력된 경우는 대표자명, 소재지 등의 정보를 대조하는 수작업을
통해 연결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556개 회사 중 72%인 1,115개
가 연결되었다(<표 10>).19) 이는 ｢법인명부｣에 실린 회사의 20%에 해당한다.
<그림 4>는 이들 1,115개 회사 중 설립년을 알 수 없는 6개를 제외한 1,109개 제조
업 회사의 설립년별 분포를 보인 것이다. 1959년초에 존재하던 제조업 회사 중 1925
년 전에 설립된 것은 7개에 지나지 않았다. 일찍 설립된 회사일수록 1959년까지 생존
할 확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방 이전에 설립된 것은 모두 합해 20%에 불과
했다. 반면 해방 후에 설립된 회사의 비중이 80%에 이르렀다. 물론 이들 중에는 귀속
사업체를 불하받아 새로 설립된 회사도 있고 해방 이전에는 회사 형태가 아니다가 해
방 후 회사화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
다.20) 해방 후 각년별 분포를 보면 1957~58년에 설립된 회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세무당국의 파악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달랐을까? <표 6>은 업종별로 제조업 회사의 설립년 분포를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1920~30년대 설립된 회사의 대부분이 ‘음료품’ 제
조회사라는 것이다. 각지에 분포하고 있던 양조장들이 바로 이들이다. <표 7>은 1938
년말 현재 조선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분포이다. 분단되기 전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
는 수치이지만 여기서도 ‘양조 및 동원료’의 비중이 회사수에서 43%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음료품을 제외하면 1950년대말에 존재했던 제조업 회사 중 해방 이전에
설립된 것의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1930년대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식료품’, ‘섬
유’, ‘제재’, ‘화학’ 등에 5~9개씩 분포하고 있다.
<표 6>으로 되돌아가면 1950년대에 설립된 회사들 중에도 ‘음료품’이 가장 많았지
만 해방 이전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식료품’, ‘섬유’, ‘화학’, ‘수송용기계기구’, ‘제
재’가 그 뒤를 이었다. 1940년대부터 새로 부각된 ‘수송용기계기구’는 선박,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완성품이나 부품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업종이다.21)

19) 연결되지 않은 441개 회사는 이름이 약간 달라서 같은 회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광공업
사업체 조사’에서는 파악되었지만 세무당국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
자의 경우는 앞으로 추가 분석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설립년을 알 수 있
는 다른 명부를 활용하면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 예컨대 서문석(1998, 240)에서 해방 이전부터 존재하던 면방직 공장을 인수한 업체들의 명칭을
알 수 있다.
21) ‘수송용기계기구’ 제조회사의 설립이 늘어난 것의 배경에는 목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 육성도
있을 것이다. 배석만(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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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조업 업종별 회사 설립년 분포
업종

｢광공업 사업체 ｢법인명부｣와 1910
명부｣ 회사수 연결된 회사수 ~19

1920
~29

1930
~39

1940
~49

1950
~58

식료품

205

150

1

1

7

26

114

음료품

363

276

1

20

79

55

121

섬유

173

125

2

6

14

103

靴類, 의류 및 장신품

27

15

1

14

제재 및 목제품

93

63

16

40

가구 및 장비품

17

9

2

7

지류 및 지류제품

22

14

4

10

인쇄, 출판 및 동관련품

86

54

12

37

피혁 및 피혁제품

9

7

2

5

고무제품

32

26

9

17

화학

105

79

13

60

석유 및 석탄제품

37

26

5

20

유리 및 토석제품

80

50

2

15

33

제1차금속

56

39

2

12

24

금속제품

38

25

6

19

기계

44

33

1

9

23

전기기계기구

33

26

1

5

20

수송용기계기구

82

60

1

17

41

기타

54

38

1

1

9

27

계

1,556

1,115

4

115

232

735

7

1

3

5

23

주：｢법인명부｣와 연결된 회사 중 ‘식료품’, ‘인쇄ㆍ출판’, ‘화학’, ‘석유ㆍ석탄제품’, ‘제1차금속’,
‘수송용기계기구’에 각각 1개씩(모두 6개) 설립년을 알 수 없는 회사들이 있음.
출처：<그림 4>와 같음.

｢법인명부｣에는 설립년뿐만 아니라 자본금에 관한 정보도 있다. 자본금은 ‘공칭자본
금’과 ‘불입자본금’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회사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제
납입된 자본금인 ‘불입자본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명부｣와 연결된
1,115개 회사 중 불입자본금을 알 수 있는 것은 1,093개이다. 불입자본금 최고액은
12억환, 최소액은 천환 미만(자료 상은 0), 중간값은 125만환, 평균값은 843만환이었
다. 총액은 92억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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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938년말 조선인 제조업 회사의 업종별 분포
업종

회사수

공칭자본금(천원)

불입자본금(천원)

방적

37
(5.0)

10,277
(16.4)

6,075
(20.1)

금속기계기구

58
(7.8)

3,797
(6.1)

1,852
(6.1)

양조 및 동원료

321
(43.4)

26,849
(42.9)

12,054
(39.9)

제약

33
(4.5)

5,012
(8.0)

1,676
(5.6)

요업 및 동제품

12
(1.6)

1,229
(2.0)

432
(1.4)

정곡 및 제분

94
(12.7)

4,275
(6.8)

2,526
(8.4)

식료품

17
(2.3)

630
(1.0)

217
(0.7)

제재 및 목제품

19
(2.6)

1,553
(2.5)

594
(2.0)

인쇄

44
(5.9)

1,438
(2.3)

625
(2.1)

화학공업

37
(5.0)

4,814
(7.7)

2,954
(9.8)

기타

68
(9.2)

2,673
(4.3)

1,193
(4.0)

계

740
(100)

62,547
(100)

30,198
(100)

주：1) ‘조선인 회사’란 조선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를 가리킴.
2) 업종 순서는 자료를 그대로 따랐음.
출처：“朝鮮に於ける半島人支配下の會社狀勢,” ｢殖銀調査月報｣, 20, 27.

불입자본금을 업종별로 비교해본 것이 <표 8>이다. 회사수에서 음료품이 가장 많았
던 것에 비해 불입자본금에서는 섬유, 유리 및 토석제품, 식료품의 순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 세 업종의 합계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것은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들이 이
들 업종에 몰려 있었기 때문인데, 불입자본금 상위 3개사인 제일모직공업, 동양세멘트
공업, 제일제당공업이 이들 업종에 속해 있었고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의 14개사 중
섬유가 6개, 유리 및 토석제품과 식료품이 각각 3개였다(<표 9>). 불입자본금 중간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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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비교해보면 고무제품과 섬유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음료품은 낮았다.
한편 이것을 식민지기 조선인 회사의 불입자본금 분포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표 7>을 보면 식민지기에는 음료품에 해당하는 ‘양조 및 동원료업’에 불입자본금의
39.9%가 집중되어 있었고 그 다음이 ‘방적’(20.1%)이었다. 화학공업과 넓은 의미의 식
료품(정곡 및 제분 포함)에도 각각 9%대의 자본금이 투자돼 있었다. 이들 네 업종을 모
두 합하면 80%에 가까웠다. 이에 비해 해방 후는 유리 및 토석제품(요업)에 대한 자본
투자가 두드러졌다. 반면 음료품은 비중이 크게 감소했으며 화학도 감소했다. 식료품도
해방 전의 정미업 위주에서 해방 후에는 제당, 제분 즉 이른바 三白産業의 두 白으로
투자의 중심이 옮겨갔다.
<표 8> 제조업 회사의 업종별 불입자본금 분포
업종

불입자본금을 알 수
있는 회사 수

불입자본금
합계(억환)

불입자본금
중간값(만환)

식료품

146

15.2

150

음료품

268

4.8

25

섬유

124

27.2

300

靴類, 의류 및 장신품

15

0.4

125

제재 및 목제품

61

2.5

125

가구 및 장비품

9

0.2

100

지류 및 지류제품

14

1.1

275

인쇄, 출판 및 동관련품

53

1.2

100

피혁 및 피혁제품

7

0.7

250

고무제품

25

4.8

500

화학

79

4.1

250

석유 및 석탄제품

26

1.4

200

유리 및 토석제품

48

18.1

125

제1차금속

39

1.9

250

금속제품

25

1.8

200

기계

33

1.4

125

전기기계기구

26

0.6

200

수송용기계기구

58

3.1

165

기타

37

1.8

250

계

1,093

92.1

125

출처：<그림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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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의 대규모 제조업 회사
공칭자본금 불입자본금
(억환)
(억환)

회사명

업종

대표자

설립년

제일모직공업(주)

섬유

이병철

12

12

1954

동양세멘트공업(주)

유리 및 토석제품

이양구

10

10

1956

제일제당공업(주)

식료품

이병철

5

5

1953

한국유리공업(주)

유리 및 토석제품

최태섭

5

3.8

1957

공성제분(주)

식료품

김옥현

2.5

2.5

1957

대한양회공업(주)

유리 및 토석제품

이정림

10

2.5

1956

전남방직(주)

섬유

김형남

2

2

1953

동양고무산업(주)

고무제품

현수덕

1.6

1.6

1953

고려모직(주)

섬유

한태일

1.89

1.22

1951

대림산업(주)

제재 및 목제품

이석구

1

1

1947

충남제사(주)

섬유

최태섭

1

1

1926

경성방직(주)

섬유

김용완

1

1

1935

대동모방공업(주)

섬유

김성섭

1

1

1956

대한제분(주)

식료품

한석진

1

1

1952

출처：<그림 4>와 같음.

<표 10> ｢광공업 사업체 명부｣와 ｢법인명부｣의 연결 관계
1958

有

1955

1960

｢광공업 사업체
명부｣ 회사수

｢법인명부｣와
연결된 회사수

연결률(%)

有

有

449

411

91.5

-

有

429

309

72.0

有

-

226

187

82.7

-

-

452

208

46.0

1,556

1,115

71.7

소계

-

有

有

63

47

74.6

有

-

553

210

38.0

-

有

462

110

23.8

1,078

367

34.0

2,634

1,482

56.3

소계
총계
출처：<표 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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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은 ｢법인명부｣와 가장 시점이 가까운 ｢광공업 사업체 명부 1958｣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다른 2개년의 명부도 포함하여 같은 방식의 분석을 해볼 수 있
다. <표 10>은 3개년의 ｢광공업 사업체 명부｣와 ｢법인명부｣의 연결 관계를 종합한 것
이다. 1958년 명부에 없는 1,078개사는 ｢법인명부｣와 34%밖에 연결되지 않았다. 하
지만 1958년 명부와 연결된 1,115개 사 외에 367개사를 추가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참고로 사업체 중복을 해소한 1955년 명부의 회사수는 1,291개, 1960년은 1,399
개이다. 이 중 ｢법인명부｣와 연결되는 것은 각각 66%, 63%인 855개, 877개이다. ｢광
공업 사업체 명부｣간의 연결률을 보면 1955년 명부의 1,291개 회사 중 58년 명부에
서 발견되는 것이 675개(52%), 60년 명부에서 발견되는 것이 512개(40%)이다. 1958
년 명부의 1,556개 회사 중 60년 명부에서 발견되는 것은 878개(56%)이다.
1958년 명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3개년 명부를 모두 대상으로 했을 때 설립년
과 자본금에 따른 분포는 대동소이하다.22) 따라서 여기서는 설립년별 분포만 다시 한
번 보는 것으로 그친다(<그림 5>). 설립년을 알 수 있는 회사는 1,475개사이다.
<그림 5> 제조업 회사의 설립년별 분포(1,475개사)

주：1959년 1월 1일 현재.
출처：<표 3>과 같음.

22) 3개년 명부를 대상으로 하면 불입자본금 1억환 이상의 기업에 ‘동양제당공업주식회사’가 추가된
다(1955년 명부와 법인명부에만 등장). 하지만 이 기업은 1958년경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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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1950년대 후반에 1,200~1,600개의 회사가 제조업 활동을 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사업체는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10~20%에 해당했
다. 그 비중은 1960년대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산업화 초기에 개인 사업체가 회
사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회사 비중은 음료, 인쇄,
출판 등의 업종에서 높았으며 섬유, 신발ㆍ의류 등은 낮았다.
비슷한 시점을 조사한 1958년 ｢광공업 사업체 명부｣와 1959년 ｢법인명부｣를 연결
한 결과 당시 제조업 회사의 80%는 해방 후에 설립된 것이었으며 해방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은 각 지방의 양조장으로 대표되는 음료품 제조 회사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930년대말 조선인 회사 현황과 서로 통한다. 불입자본금을 업종별로 보
면 섬유, 유리 및 토석제품, 식료품 제조업에 60% 이상이 몰려 있었다. 이것은 이들 세
업종에 대규모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해방 전 양조업에 조선인 회사 자본의 40%
가 집중돼 있었던 것과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 구축한 DB를
이후 원조 자금 배분과 같은 기업 레벨의 각종 데이터와 1960년대 이후 회사 특성 데
이터와 연계해 추가 분석한다면 한국 기업의 성장, 나아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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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in the late 1950s

Sang-Yun Ryu*
23)

Abstract
As the late 1950s was the start of economic reconstruction of the liberalized
Korean economy, it is important to analyze how foreign assistances were
allocated to individual firms and how those firms grew afterwards in the rapid
growing Korean economy. This study is to build foundation for such analyses,
making a database of manufacturing companies in the late 1950s.
One corporation register for tax collection, and three issues of establishment
registers based on nation-wide total inspection were used to make the database.
One or two tenth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were in the form of
companies: the rate was higher in beverage and printing industries, and lower in
textile and apparels industries. About one and half thousand companies were
foun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early 1959, of which about 11 hundreds
have the information on age and capital amount. Eighty percent of manufacturing
companies were established after the liberation while most of companies
established before the liberation were in the beverage industry, especially alcohol.
More than sixty percent of paid-in capital in late 1950s was concentrated in
textile, glass and stone, and food industries. In contrast, forty percent of paid-in
capital of Korean-owned companies in late 1930s was for production of alcoholic
beverages.
<Key Words> Corporation, Company, Establishment, Age of Company,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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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臺灣)의
조선산업(造船産業)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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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臺灣) 조선산업(造船産業)의 전개과정을 비교ㆍ검토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는 것이다. 주로 양국 최대 조선회사인 조선중공업(朝鮮重工業)(주)
과 타이완선거(臺灣船渠)(주)에 주목하였다.
일제시기 양국 조선산업의 유사성 및 차이성은 이하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양국 조
선산업은 일제가 역량을 집중하여 식민지 항구로 개발했던 부산항과 지룽항(基隆港) 항만시설
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의 비교적 간단한 수리가 목적이었다. 둘째,
1930년대 전반까지도 양국 조선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양국 모두 일본 조선산
업의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양국 조선산업 성장이 본격화 된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였
다.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이 계기가 되었다. 이 두 조선소의 건설은 시장의 요구라
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육성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였다. 넷째,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
이후 1945년 일본 패전까지의 경영과 생산 활동 과정은 유사한 전개를 보였다. 하지만 주목되
는 차이도 있었다. 조선중공업은 선박 건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소로 성장하였던 반면에, 타
이완선거는 선박 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소로 성장하였다. 양국 조선산업의 차이는 전시체
제기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결과한 것이었다.
<주제어> 조선산업, 조선중공업(주), 타이완선거(주), 조선,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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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연구는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臺灣) 조선산업(造船産業)의 최대 기업인 조선중
공업(朝鮮重工業)(주)과 타이완선거(臺灣船渠)(주)를 중심으로 양국 조선산업의 전개과정
을 비교ㆍ검토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성이 나타나는 원인도 추적해 보려고 하였다.
사실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 그리고 식민지에서 해방 된 이후 한국과 타이완의 조
선산업 발전과정은 상당히 비슷한 경로를 걸었다. 양국 모두 일제의 식민지가 된 후 일
본으로부터 조선산업이 이식되었고, 전후(戰後) 1950년대까지는 미국의 원조경제 하에
서 시행착오를 거듭했으며, 이 후에는 다시 일본 조선산업과의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
서 부흥을 모색하였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로를 걸었지만 내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정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오늘날 양국에서 조선산업의 위치는 크게 달라
졌지만, 비슷한 역사적 경로를 걸은 궤적을 추적하는 것은 양국 산업화의 역사과정을
비교하는 의미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특히 일제로부터 조선산
업이 이식되어 정착되는 식민지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연구내용은 대략 세 시기로 구성된다. 일제의 식민지화 이후 정책적으로 조선산업이
육성되기 직전인 1930년대 전반까지의 시기,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으로 상
징되는 1930년대 후반 이후의 본격적 육성기, 그리고 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한 전시계
획조선(戰時計劃造船)의 실시와 이에 따른 조선산업 재편기가 그것이다. 각 시기별로
양국 조선산업 전개 양상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그 유사성과 차이성에 주목해 볼 것
이다.
조선산업을 사례로 하여 한국과 타이완의 산업사를 본격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다. 양국의 경제 전반에 대한 비교분석은 2000년대에 들어서 호리 카즈오(堀和生)ㆍ
나까무라 사토루(中村哲)의 연구가 있다(堀和生ㆍ中村哲, 2004). 한편 양국 조선산업에
대한 각각의 연구는 일정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조선의 주요 연구는 김재근과 배석만
의 연구가 있다(김재근, 1978; 배석만, 2014). 타이완 조선산업 관련 주요 연구는 가
미야 다카유키(龜谷隆行), 첸 정홍(陳政宏), 샤오 밍리(蕭明禮), 홍 샤오양(洪紹洋) 등의
연구가 있다(龜谷隆行, 1978; 陳政宏, 2005; 蕭明禮, 2007; 洪紹洋, 2011a; 2011b).
본 연구는 이들 일제시기 양국 조선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우선적으로 참조하여
비교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동시에 부족한 부문은 최대한 관련 자료의 조사ㆍ발굴
과 이용을 통해 보완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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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30년대 전반까지의 정체기
1. 전체적인 양국 조선산업의 모습
1930년대 전반까지 조선과 타이완의 조선산업은 일본 조선산업의 시장이었으며, 근
대적 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주로 목조 어선을 건조하는 소형 조
선소들, 이른바 영세한 목조선소들이 양국 조선산업의 모습이었다.
다만 두 가지 점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급속한 성장, 발전의 모습
은 없지만, 정책, 시장(해운, 수산)에 연동하여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을 가
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조선의 사이조철공소(西條鐵工所)나 타이완의 지룽선거주식회사
(基隆船渠株式會社)로 대표되는 근대적 조선소의 설립과 경영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국 조선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자. 이를 위해 조선 및 타이완에서 각각 발
행된 『공장명부』 등의 자료를 통해 양국 조선소의 숫자를 비교해 보았는데, <표 1>과
같다.
<표 1>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의 조선소 수 비교
年度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조선

33

-

48

49

48

56

55

53

53

59

64

97

-

타이완

20

23

23

-

24

25

25

30

35

30

31

24

38

출처：배석만(2014), p.70; 洪紹洋(2011a), p.38.

조선소의 절대 숫자에서 조선이 타이완보다 많으며 이런 경향은 일제시기를 관통한
다. 지역별 분포도 타이완의 경우 타이페이(臺北)와 지룽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조선은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분포도를 가졌다.1) 아울러 조선은 1930년대 증가세가 두드러지
는 반면 타이완은 증가하기는 하지만 조선만큼 급격하지는 않다. 조선의 조선소 숫자
의 증가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는 수산업의 활황이다. 특히 1920년대 후반부
터 시작된 동해안 정어리 어업의 특수가 어선 수요를 확장시켰고 이에 대응하여 조선
소 설립의 활성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1925년 19개에 불과했던 조
선소가 1926년 24개, 1928년 33개, 1932년 50개로 급증했던 것에서 확인되는데, 정

1) 1932년 현재 존재한 타이완의 23개 조선소 중에서 16개가 타이페이에, 7개가 지룽에 위치하고
있었다(臺灣總督府殖産局, 193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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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 어업 특수의 시작과 대략 일치한다(朝鮮總督府, 해당년도판). 반면에 타이완의 경
우 같은 기간 23개 정도로 변함이 없다.2) 둘째는 주지하듯이 일본과 조선간의 물동량
증가이다.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와 만주 개발의 본격화에 기인한 것으로 조선내 해
운회사들의 선박 건조를 유도했다. 셋째는 그간 조선에 선박을 공급하던 일본 조선업
계가 일본 국내 선박수요 확대로 그 공급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조선내
해운과 수산업계가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은 건조가 지연되기 일쑤였고, 1930년
대 후반은 그 정점에 있었다.
타이완의 경우도 식민지 공업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선박 수요가 증가한 반면, 일
본 조선업계의 활황으로 일본에서의 선박공급력이 약화된 상황은 동일했을 것으로 생
각한다. 다만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소 증가폭이 완만한 것은 타이완 국내 조선
시장의 상대적 협소함, 다시 말해 타이완 내에 거점을 둔 해운, 수산업 회사, 업자의 상
대적 미성숙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타이완은 일본에 거점을 둔 회사들이 해운,
수산업을 주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차별성이 나타난 요인과 관련해서는 자연환경, 특히 지리적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
다. 일본 본토에서 조선과 타이완은 해상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조선의
경우 대륙과 연결하는 절반 이상을 철도 등의 육상교통이 대신할 수 있는 반면 타이완
은 제국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 대륙 및 남양, 동남아시아와의 해상교통망의 핵심적인
중간 기점이었다. 당연히 타이완과의 해상운송에는 대형선박이 필요했고, 조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형선으로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선박이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 조
선의 경우 가까운 규슈지역의 사세보(佐世保)나 나가사키(長崎)에서 수리할 수 있으나,
타이완의 경우 그럴 수 없었다. 일찍부터 타이완 조선산업이 수리업을 중심으로 발전
하였던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이 시기 양국 조선산업의 대표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조철공소와 지룽선거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 사이조철공소와 지룽선거
1) 사이조철공소의 설립과 경영
사이조철공소는 1904년 일본에서 직공 60여명을 인솔하여 부산에 들어와서 공사현
장 감독으로 경부철도 건설공사에 참가했던 사이조 리하치(西條利八)가 1906년 부산
부평동(富平洞)에 설립한 것이다. 각종 철기류를 제작하였고, 설립 당시 직원은 일본인

2) 별도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타이완의 조선소는 1929년 23개, 1930년 20개, 1931년 23개,
1932년 23개로 큰 변화가 없다(臺灣總督府殖産局, 1934,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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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조선인 20명으로 총 35명의 제법 큰 철공소였다(釜山日本人商業會議所, 1907,
190).
사이조가 조선산업과 관련을 맺게 된 것은 1912년부터로 보인다. 식민지화 이후 개
발이 본격화된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비ㆍ수리 수요에 대한 대응, 그리고 같
은 해 조선총독부가 연안해운 독점을 위해 국책해운회사로 설립한 조선우선주식회사
(朝鮮郵船株式會社)의 선박검사 및 수리의 필요성으로 부산항에 수리용 도크(dock) 건
설계획을 가시화하였는데, 여기에 참가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해사과장 출신의 기노시
타 시게마쓰(木下重松)가 주도한 초기 계획은 부산과 오사카, 도쿄의 자본가들을 끌어
들여 자본금 100만 엔, 불입 25만 엔의 가칭 부산조선철공소(釜山造船鐵工所)를 건설
하는 것이었다(매일신보, 1912.8.14). 총독부 체신국 역시 필요성에 동의하고 적극 지
원을 표명했다(매일신보, 1913.11.18). 조선우선 소속 기선 약 40척 외에 조선 재적
선박에 대하여 매년 1회는 도크에 입거(入渠)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외 임
시수리 등을 합하여 연간 최소 40~50회의 입거수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수고와 비용 면에서 절약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항 도크건설 계획은 기대와 달리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설립을 주
도하던 기노시타 외에 부산의 유력 해운업자 오이케 추스케(大池忠助), 그리고 사이조
등이 이 사업을 유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혼자 독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은 총독부에 대한 사업인가 신청에서 나타나는데, 사이조는 1913년 4월 가
장 먼저 신청하면서, 만약 자신에게 인가가 떨어지면 그 즉시 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공공연하게 표명하였다(매일신보, 1913.8.15;
12.16). 최종적으로는 경쟁적으로 인가신청서를 낸 오이케, 사이조 외에 이미 영도에
나카무라조선소(中村造船所)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던 나카무라 규조(中村久藏), 또 다
른 부산지역 유력 자본가인 이시하라 겐자부로(石原源三郞)의 합작 형태 회사 설립으로
결정되었다. 1919년 4월의 일로 사업 추진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25만 엔이었고, 회사 설립과 동시에 도크 공사에 착수하여 8~9
월경에는 준공할 예정이었다.3)
유망한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총독부 퇴역 관료, 부산지역 해운, 조선, 철공업자 등
이 사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크건설 사업
은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불황과 관동대지진,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된 1920년
대의 장기 불황속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사이조가 조선선거주식회사(朝鮮
3) 출자 규모는 오이케 11만2,500엔, 사이조 7만 엔, 나카무라 5만 엔, 이시하라 1만7,500엔이었다
(매일신보, 1919.4.1). 바로 도크 공사가 가능했던 것은 이미 이전부터 부지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매일신보, 19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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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渠株式會社)라는 사명으로 존재하던 동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였다. 1928년 사이조는
기존 부평동에 있던 자신의 사이조철공소를 영도로 이전, 인수한 조선선거와 합병하여
사이조조선철공소(西條造船鐵工所)를 신설하였다(阿部薰 編, 1935, 253). 1930년대에
는 강선(鋼船)건조도 실시하여 1935년 384톤급, 1936년에는 533톤급 선박을 건조하
였다(朝鮮總督府, 1938.9a, 83).
1937년 사이조철공소를 토대로 조선중공업주식회사 설립이 이루어졌을 당시 동 철
공소의 주요 시설능력은 최대 1,500톤급 선박 수리, 500톤급 강선건조, 500마력 디젤
엔진 제작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주력생산품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기계, 구조물, 장치의 제작 및 수리였고, 부수적으로 조선총독부, 조선기선주식회
사4) 등이 소유한 선박을 수리하고 있었다. 연평균 매출액은 69만 엔 정도로 육상 제기
계제작 44만 엔, 기계수리 10만 엔, 선박수리 15만 엔이었다. 따라서 사이조 철공소는
1,500톤급 수리용 도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선소라기보다는 철공소에 여전히 가까
운 상황이었다(배석만, 2014, 84-85).

2) 지룽선거의 설립과 경영
조선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근대 조선산업의 이식은 한말 이래의 수산업 침탈과
일본 어민의 진출에 의한 이주어촌 건설에 연동되어 일본인 경영의 민간조선소가 부
산, 통영 등 남해안 주요 항구에 건설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영도에 설립된 다나카조선
소(田中造船所)나 부산항 도크건설사업에서 사이조와 경쟁했던 나카무라조선소는 1890
년대에 설립된 조선소였다(釜山日本人商業會議所年報, 1907, 190).5) 반면 타이완의 경
우 최초로 이식된 근대 조선산업은 해군의 함정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군수시설이 출발
점이었다. 타이완총독부 설립 한 달 전인 1895년 4월 일본 해군은 이미 펑후다오(澎湖
島)를 점령하고 마콩(馬公)해군수리공장을 설치하여 함정 수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의 본격적인 근대 조선산업 이식은 지룽항 건설과 관련이 있다.
일본 오사카철공소(大阪鐵工所)-뒤의 日立造船-는 1899년 뒤에 지룽선거주식회사(基隆
船渠株式會社)의 모태가 되는 분공장을 지룽항에 건설하고, 1,000톤 이내의 선박수리
가 가능한 조선시설을 구축했다. 지룽항 건설에 동원된 각종 선박의 수리를 위한 것이
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경기로 일본의 대외무역이 급속히
확장하는 가운데 타이완은 일본이 화남, 남양으로 무역권을 넓히는 이른바 ‘남진기지’

4) 조선우선이 대일항로를 중심으로 한 근대항로 진출을 모색하면서 연안항로 독점을 위해 1925년
설립한 자회사이다.
5) 다나카조선소의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서 1887년으로도 기록되어 있다(朝鮮總督府殖
産局, 193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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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부각되었고, 지룽항은 그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였다.
타이완총독부는 지룽항 개발의 일부로 3,000톤급 도크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경기가 결합하면서 이 사업을 따낸 것이 기무라구미(木村組)였다. 기무라구미는 기
무라 규타로(木村久太郎)가 설립한 토목청부회사로 1896년 타이완 종관철도건설공사
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타이완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금광 채굴, 탄광 개발로 성장을
거듭하여, 1916년에는 기무라광업주식회사(木村鑛業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기무라는
지룽항에 1910년 그의 주력사업인 광산 개발에 필요한 각종 기계를 제작, 수리하는 기
계공장을 별도로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1917년 기무라광업 지룽철공소(基隆鐵工所)이
다. 지룽철공소는 오사카철공소 지룽분공장을 인수하여 지룽선거의 모태가 되었다.
1918년 지룽철공소는 타이완총독부의 지원 하에 도크 건설을 시작하였고, 1919년에는
자본금 100만 엔의 지룽선거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920년에는 도크가 완성
되었는데, 최대 3,000~4,000톤급 선박의 입거 수리가 가능한 규모였다(蕭明禮, 2007,
67-69).
지룽선거의 건설과정을 조선의 조선선거 건설과정과 비교하면 두 조선소 모두 지룽
항과 부산항이라는 일제가 역량을 집중하여 개발했던 항만기능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설립 주체가 그간 식민지에 건너와 자본축적에 성공한 토목업자라는 것
도 동일하고, 사이조는 경부철도, 기무라가 타이완종관철도 공사에 참여한 것이 이들이
식민지에 건너온 계기였다는 것도 흥미롭다. 비록 이후 축적과정은 사이조가 철공소,
기무라가 광산개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의 검사, 수리를 위한 도크 건설에 착수하고 있다. 도크 건설과정
에 해당 지역 총독부가 관여했다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동일했다. 가장
큰 차이는 조선선거가 건설한 도크가 1,500톤급인데 비해 지룽선거가 건설한 도크는
최대 4,000톤급으로 2배 이상 큰 규모였다는 것이다.
도크의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이후 경영을 보면 육상공사 위주로 철공소의 성격이
훨씬 강했던 조선선거에 비하여, 지룽선거는 선박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로서의
위상을 구축했다. 지룽선거는 설립 당시부터 선박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관련 수입
이 육상공사 수입을 능가하고 있었고, 1937년 타이완선거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청산되
기 직전의 회계에서도 선박수입은 35만 엔으로 육상공사 17만 엔의 2배 이상의 규모
였다(基隆船渠株式會社, 1936.12~1937.5). 화남, 남양으로 확대되는 일본 무역권의 중
간 거점이라는 지룽항의 위치로 인해 대형 선박들의 입출항이 빈번했고, 일본과의 거
리 때문에 조선과 달리 타이완 현지에서 수리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지룽선거가
경영 초기부터 타이완 항로를 경영하는 오사카상선 소속 선박의 지정 수리점검 조선소
였다는 점은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基隆船渠株式會社, 1924.12~1925.11). 그러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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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조(新造船)의 경우는 전 시기에 걸쳐서 부진했다. 시설 자체가 50톤급, 200톤급 소
형선 건조가 가능한 선대(船臺)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대형 강선(鋼船) 건조를
목표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6) 이것은 선박건조는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일본 조선업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 즉 지형적인 원인에 입각한 선박수리, 그리
고 기타 어선, 잡선 등의 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것에 머물렀음을 의미한다. 일본 조선
업을 보조하는 식민지 조선산업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조선선거의
경우 선박수리 조차도 대부분 일본 조선업계에 일감을 빼앗기고 있었다.
수리조선을 중심으로 조선소의 위상을 강고하게 구축했지만, 1920년대 지룽선거의
경영성적을 그다지 좋지 못했다. 초창기의 손실은 진입초기 중공업의 산업적 특성상
대규모 자본의 투자와 고정화, 그리고 저생산성, 신규진입에 따른 인지도 문제 등으로
인한 일감부족의 결과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룽선거는
1928년 제10회 회계 결산 때까지 적자 경영이 지속되었다. 대략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줄곧 적자였다는 것으로 중공업의 초기 진입 당시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1928년 상반기 회계에서 최초로 6,675엔의 소규모 흑자를 실현했고, 하반기
에도 비슷한 규모의 흑자가 유지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1932년부터는 다시 상반기 손실액만 1만 엔이 넘는 대규모 적자경영으로 전
환하였다. 직접적인 원인은 대공황에 따른 선박수리 수요 감소 때문이다. 1933년부터
경영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그것은 타이완총독부가 23,650엔의 보조금 지원
을 결정한 덕분이었다. 보조금 지원은 1937년 타이완선거 설립으로 지룽선거가 청산
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이 보조금을 제외하면 지룽선거의 경영은 큰 폭의 적자경영
이 유지된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보면 지룽선거는 1919년 설립 후 1937년 타이완선
거로 흡수될 때까지 1920년대 말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장기간 적자 경영을 벗어
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7)
사실 연간 4,000척의 기선이 입출항하는 지룽항의 항만설비이자, 해군 마콩요항부
(馬公要港部) 소속 함선의 수리설비로서, 그리고 타이완 해협 및 부근 해상의 선박 조난
사고의 대응시설로서 지룽선거의 존재감은 뚜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경영이
장기간 지속되고 총독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선은 불운하게도 지롱선거가 조선산업에 신규 참여한 시점부터 불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불황에서 대공황에 이르는 1920년대
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는 장기 불황의 시대였다. 선박수리업의 주력 시장인 해운업
은 경기에 민감하다. 불황은 해상물동량을 줄이고, 해운회사는 거기에 대응하여 보유
6) 주요 신조선 설비는 50톤급 선대 1기, 200톤급 선대 2기가 전부였다(洪紹洋, 2011a, 45쪽).
7) 전반적인 경영실태와 관련해서는 基隆船渠株式會社, 「第3回~28回營業報告書」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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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줄인다. 당연히 입출항 선박의 절대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선박검사와
수리 수요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조선산업의 주요 시장인 해운업이 가장 경기에 민
감한 업종임을 감안하면, 산업적 기반이 전혀 없는 신생조선소가 어떤 곤경에 직면했
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설강가상으로 1920년대가 ‘워싱턴해군군축회의’로 상징
되듯이 전체적인 군축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점이다. 해군 함정의 절대 감축이 결의된
상황이었음으로 군수 수요 역시 기대하기 어려웠다.
지룽선거의 경영난은 홍콩과 상해 등 주변에 이미 기술력과 설비규모를 갖춘 강력한
경쟁조선소들이 존재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지룽선거가 유리할 수
있는 타이완내 선박수리 수요가 필요했지만, 기대할 만큼의 수준이 되지는 못했다. 타
이완 해운업의 사실상의 독점 경영자로 볼 수 있는 오사카상선이 지룽선거를 지정수리
조선소로 하여 지룽선거 전체 수리매상의 절반 정도를 올려주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적자경영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台湾日日新報, 1931.3.25.~1931.3.31).
조선과 타이완 양국의 식민지기 근대 조선산업의 초창기 이식은 각국 주요 항만의
식민지적 개발의 일부(입출항 선박의 수리ㆍ검사)로 시작되었다. 그 방식은 총독부의
지도와 지원 하에 해당 지역에서 유력한 자본가로 성장하던 일본인 자본가가 경영주체
가 되어, 도크를 건설하고 경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영성적은 좋지 않았다. 조선의
경우 일본과의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선박수리에서도 일본 조선업계에 시장을 빼앗기
고 있었고, 타이완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박수리수요가 있었으나, 1920년대 장기불황을
극복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 조선선거는 선거기능보다는 철공소로 연명하였고, 지룽선
거는 수리조선소였으나 총독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식민지 중핵 항만시
설 중 하나로써, 그리고 유사시 군수시설이기도 한 대규모 도크의 유지를 위해 조선과
타이완의 식민지권력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더욱이 대공황이 끝난
1930년대 중후반의 동아시아지역은 1920년대와는 정반대의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힘입은 경제 활황과 군수의 확대, 그리고 그 보조 역할로서
의 식민지 공업화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었다.

Ⅲ. 1930년대 후반 ‘시국산업’으로서의 정책적 육성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과 경영
1. 설립 배경과 과정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 조선산업 성장의 본격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37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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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 계기는 우선 제국 차원의 군수ㆍ국책적 관점에서 정책
적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였다. 조선은 만주와 화북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의 전진병참기지의 역할, 타이완은 중국대륙에서부터 동남아시아에 걸친 제국주의 침
략의 남진기지 역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립과정에서 양국 식민지 권력인 조선
총독부, 타이완총독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신설이 아닌 당시까지 양국의 가장
유력한 조선소였던 사이조철공소와 지룽선거를 토대로 하고, 기술 및 자본 지원은 일
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이 중심이 되어 동양척식, 타이완은행(臺灣銀行) 등 식민
지 국책금융회사, 일본우선(日本郵船), 오사카상선(大阪商船) 등 일본 주요 해운회사 등
이 참여했던 모습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었다. 중일전쟁 발발 직전에 같은 시기에 거의
동일한 설립과정을 통해 조선과 타이완에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규모의 근대적 조선
소가 설립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차원의 군수ㆍ국책사업의 대표적 육성 사
례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립배경과 과정도 거의 동일했고,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지만, 그 과정에 흥미로운
부문이 하나있다. 신설되는 두 조선소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가 그 토대가 되는 기
존 사이조철공소와 지룽선거를 흡수하는 방식은 시설 전부를 매입하는 것이었는데, 매
입가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산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 매입가는 사이조철
공소가 75만 엔, 지룽선거가 67만 엔이었다. 4,000톤급 도크와 소형이기는 하지만 3
기의 조선용 선대, 기타 소형선 수리를 위한 선가(船架) 시설을 보유한 지룽선거가
1,500톤급 도크만을 보유한 사이조철공소보다 매입가가 적은 것은 선 듯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이러한 매입가격은 사이조철공소가 시세보다 고평가 되었거나 그
반대로 지룽선거가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통해서 보면 사이조철공소의 고평가의 개연성이 높다. 우선 지
룽선거의 청산과정에서 67만 엔의 시설 매입가격은 문제시되지 않았고, 청산보고서 역
시 이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基隆船渠株式會社 淸算人
高井廉造, 1937.6). 반면 사이조철공소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조선중공업은 사이조철
공소의 매입비로 80~85만 엔 정도를 상정했다. 실제 자산평가액은 65만 엔 수준이었
으나, 여기에 사이조철공소가 그간 쌓아온 ‘영업권(신용)’에 대한 대가를 합산한 금액이
었다(배석만, 2014, 93).
사이조철공소에 대한 매입가를 고평가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신설되는 조선
중공업의 경영권을 놓고 조선총독부와 사이조를 중심으로 한 부산의 일본인 자본가 사
이에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조는 자신이 경영하던 사이조철공소를 모태로
하여 신설되는 조선중공업의 경영에 의욕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사이
조를 포함한 조선내 조선업자들의 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로 미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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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공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했다. 사실 당시 미쓰비시의 최고경영진은 조선중
공업에 대한 투자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선박수리 조차도 대부분 일본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총독부의
필요 선박 건조와 수리 및 당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던 어선개량사업의 독점
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미쓰비시를 설득하였다.
조선중공업의 경영권을 조선총독부의 설득으로 미쓰비시가 장악하는 것으로 결정되
자 사이조를 중심으로 한 부산의 주요 일본인 자본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사
태는 사이조가 조선중공업의 경영진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고, 그
외 부산지역 일본인 자본가들도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배석만,
2014, 3장 1절 참조).
조선중공업 설립과정에서 나타났던 이와 같은 양상은 사이조 개인 소유였던 사이조
철공소와, 장기간 불황 속에서 감자와 함께 설립자 기무라가 경영진에서 이탈하고, 지
분의 60% 이상을 타이완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룽선거의 소유구조의 차이에서 발생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설립 당시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이
60%가 넘는 자본지배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타이완선거와 다른 조선중공업의
경영지배 구조를 만든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선총
독부와 타이완총독부의 정책적 의도, 타이완의 일본인자본가 동향 등에 대해 좀 더 구
체적인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7년 조선중공업과 타이완
선거 회사설립과정부터 나타난 이러한 차이가 이후 회사경영방식에서도 차별성이 나타
나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확실해 보인다.

2. 경영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이후 1945년 일본 패전까지의 회사경영과 생산 활
동의 과정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영권 장악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 전시경제체제의
구축 하에 생산력확충계획의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빠르게 시설확충 등의 규모 확대
가 이루어졌다는 점, 태평양전쟁기 선박 양산을 위해 실시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했다
는 점 등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영 궤적을 보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몇 가지 차별성도
나타나게 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선중공업은 생산력확충계획 하에서 1,000톤급 이상의 대형선
을 건조하는 ‘신조선(新造船)’ 중심의 조선소로 성장하였던 반면에, 타이완선거는 대규
모 수리용 선거(dock)시설 확충을 통해 ‘선박 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소로 성장하
였다는 것이다. 조선중공업은 생산력확충계획을 통해 3,000톤급 선박 3척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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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할 수 있는 선대(building birth) 3기를 건설했고, 이를 통해 연간 20,000톤의 생
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8) 타이완선거는 25,000톤급 및 15,000톤급 수리용 도크가
건설되었고, 조선시설은 소형 목선을 건조하는 船架 시설 외에는 없었다. 이것은 두 조
선소의 차별성을 넘어서 일제시기 양국 조선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두 조선소의 차별성은 회사경영 방식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주도
한 것은 동일하나, 미쓰비시의 ‘회사 장악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선중공업은 자본지
배 구조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지분이 20% 수준에서 줄곧 유지되었던 반면 타이완선
거는 출발 당시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지분이 60% 수준으로 압도적이었고, 이 후 증
자와 더불어 70%를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 그 결과로 타이완선거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완전한 자회사의 경영구조를 가졌던 반면 조선중공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동양척식,
조선식산은행, 조선우선이라는 조선총독부 ‘국책3사’와 경영권을 균분하는 형태를 띠
게 되었다. 조선중공업은 태평양전쟁말기 미쓰비시중공업 출신이 독점하던 사장 자리
를 현역 해군장성이 차지하는 양상까지 보이게 된다.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기에 접어들어 일제의 식민지 조선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과
정에서 주력 생산분야와 회사경영방식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차별성은 제국의 정책,
식민지 내부의 문제, 자연환경, 특히 지리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한 결과물이
었다.
우선 제국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군의 의중이 중요했는데, 해군의 입장에서 전략적
으로 중요한 곳은 조선보다는 상대적으로 타이완이었다. 남방진출의 전략적 전진기지
로서 대형 함정 및 군수물자와 병력을 나르는 화물선들의 수리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1만 톤 급 대형 수리용 도크의 건설이 추진되었던 것이 그 증
거이다. 반면 조선의 경우 소련 및 중국과의 전투는 관동군을 중심으로 한 육군이 주력
이고 필요한 수송도 철도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로 해군의 역할은 타이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식민지권력의 추진력이라는 측면도 지적되어야 한다. 사실 전시체제기에 접어들어
폭증하는 선박 수요로 인해 일본 조선업계가 기존 식민지가 필요한 선박 수요에 대응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으로 조선이나 타이완 모두 자체적인 선박건조가 필요한 상황
이었다. 이른바 ‘선박 자립’정책으로, 결과적으로 식민지내에서 필요한 선박건조를 위
해 선박건조시설인 선대의 건설을 요구하여 제국 생산력확충계획에 관철시킨 것은 상
대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조선총독부였다.9)
8) 이와 별도로 수리용 船渠도 7,500톤급 및 3,000톤급 2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9) 타이완의 경우 타이완선거가 1930년대 말에는 2,000톤급 선박의 건조가 가능한 설비를 가지고
있었으나 활용되지 않았고, 1941년 임시타이완경제심의회에서는 3,000톤급 선대 건설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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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식민지 내부 문제의 경우 해운업계의 동향, 식민지 일본인 자본이 주목된
다. 타이완의 해운업은 일본 본토의 주요 해운회사인 일본우선과 오사카상선, 야마시타
기선(山下汽船) 등의 영향력이 강했던 반면, 조선의 해운업은 일본 해운업의 영향력이
약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조선우선, 조선기선 등 조선내 해운회사들이 주도했다.
이들 해운회사들은 1930년대 호황기를 맞아 연안항로의 영역을 넘어서 대일항로를 중
심으로 한 근해항로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었고, 여기에 필요한 대형 선박의 건조
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선박 건조를 일본 조선소에 발
주하고 있었으나, 1930년대 후반 당시 일본 조선업계는 폭발적인 국내 수요에 대응하
기도 급급한 상황으로 식민지 수요까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조선의 해운
회사들은 필요한 선박 공급을 조선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조선중공업의 설립을 조선
우선이 주도한 것은 이와 같은 조선 해운업계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0) 그리
고 조선중공업이 설립되었을 때, 가장 먼저 1,000톤급 이상의 대형 강선을 발주한 것
도 조선우선이었다. 조선우선은 1938년 1,100톤급 화물선 건조를 조선중공업에 주문
하였는데, 이 선박은 1939년 8월에 진수되었고, 1940년 2월 완성되어 조선우선에 인
도되었다(朝鮮郵船株式會社, 27전기, 28전기, 28후기). 태창호(泰昌號)로 명명된 이 선
박은 조선에서 건조한 최초의 1,000톤급 이상 강선으로 총톤수(G/T) 1,122톤, 1,100
마력 레시프로(Recipro)엔진 장착, 최대 속도 13.1노트, 항해속도 10.5노트의 근해용
화물선이었다(船舶部會 橫浜, 2000, 73).11)
1939년부터는 조선중공업에 대한 선박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 현황을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의 조선중공업에 발주한 해운회사 중 식민지 조선 소재 해운회사는 조선우선,
조선기선, 다테이시기선(立石汽船), 사와야마형제상회(澤山兄弟商會) 등으로 11척, 총
17,360톤이었다. 조선우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연안해운 회사에 불과하던 다테이
시기선과 조선기선이 대형 화물선을 연이어서 발주하고 있다. 1930년대 말 공전의 해
상운송량 증가에 힘입어 조선 내 연안해운 회사들도 선박 확충을 통해 근해항로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또 하나의 흥미로
운 사실은 일본 해운회사들의 조선중공업에 대한 선박 발주이다. <표 2>에서는 일본우
선, 동아해운, 다카치호상선(高千穗商船)이 확인되는데, 7척, 총 11,690톤으로 조선내
결의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10) 타이완선거의 설립에서 타이완에 거점을 둔 해운회사나 관련 회사의 관여는 없었다. 미쓰비시중
공업의 압도적 주도하에 타이완은행, 오사카상선, 타이완전력(台湾電力) 등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11) 이 선박은 이후 조선유조선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가, 1945년 6월 5일 육련등대(六連燈臺)의 87
도2.3리 해상에서 기뢰와 충돌하여 침몰했다(船舶部會 橫浜, 200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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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들의 선박 발주량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대형선 건조시장에서 조선중공업의
위치가 일본 조선업계의 상황에 연동하여 조선 내 필요 수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일본
시장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 조선중공업주식회사 선박수주 현황(1939.6~1940.5)
영업기별

5기
(39.6~11)

6기
(39.12~40.5)

합계

톤수(G/T)

척수

선종

1,100

1

화물선

1,100 立石汽船

490

2

화물선

980 立石汽船

490

2

화물선

980 朝鮮汽船

490

1

화물선

490 九州郵船

1,300

1

화객선

1,300 日本郵船

1,100

1

화물선

1,100 日本郵船

550

1

화물선

550 日本郵船

2,750

2

화물선

5,500 東亞海運

2,750

1

화물선

2,750 高千穗商船

2,750

2

화물선

5,500 朝鮮郵船

2,750

2

화물선

5,500 立石汽船

2,750

1

화물선

2,750 澤山兄第商會

550

1

화물선

18

ㆍ

29,050

1

水船

ㆍ

佐世保해군공창

ㆍ

7

土運船

ㆍ

北支新港임시건설사무국 120입방미터

ㆍ

3

函船

ㆍ

長項港수축사무소

ㆍ

1

橋船

ㆍ

진해要港部

ㆍ
250

같은 기간
수주한 잡선

톤수합계

발주자

비고

550 朝鮮汽船
ㆍ

ㆍ
적재중량
(D/W)임

길이 20.4미터
길이 12미터

출처：朝鮮重工業株式会社(各期); 배석만(2014), p.109.

반면 타이완선거는 선박수리 능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였다. 타이완선거 설립직후 이
미 지룽선거 시절부터 현안으로 인식되었던 10,000톤급 수리용 도크의 건설에 들어가
1942년 완성했다. 여기에는 타이완총독부가 437만 엔의 경비를 지원했다(蕭明禮,
2007, 75). 1941년에는 7,000톤급 중형 수리 도크의 신설이 계획되었고, 이것은 태평
양전쟁 발발에 따른 시설확대 조치로 15,000톤급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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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톤급 도크를 25,000톤급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결정되었다. 15,000톤급 도크의
신설은 미완성인 상태로 패전을 맞았으나, 25,000톤급 선거 확장은 완성된 것으로 보
인다. 이로써 일제 패전 당시 타이완선거는 지룽선거 당시의 4,000톤급12) 도크와 함
께 25,000톤급 도크, 그리고 미완성되기는 했지만 15,000톤급 도크를 보유했다. 반면
선박건조 시설은 일제 패전 당시까지도 200톤급 이하의 소형선 건조 수준이었고, 이것
은 1920년대 지룽선거 시설 능력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基隆市文獻委員會,
1954, 45).13)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가 설립된 이후 두 조선소의 경영형태는 전자가 선박건조
중심의 시설확장, 후자가 선박수리 중심의 시설확장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이것은 1차
적으로 일제의 시국에 입각한 정책적 유도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지리적인 문제, 식민지 조선의 경우 해운업자, 수산업자의 동향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
다. 특히 조선에 본점을 둔 조선우선, 조선기선, 다테이시기선 등의 선박건조 요구가
조선중공업이 선박건조 중심의 시설확장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
음은 흥미로운 지점이다.14) 만약 선박건조능력은 없이 수리조선만이 기형적으로 발전
한 것을 ‘식민성’이라고 한다면 타이완의 조선산업이 좀 더 그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Ⅳ. 태평양전쟁기 戰時計劃造船의 실시
1. 전시계획조선의 운용구조
태평양전쟁기는 전시통제경제의 구축에 따른 기자재 공급 제약으로 1939년경부터
생산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던 조선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일제가 전쟁의 승
패를 좌우하는 제국의 ‘혈관’으로서 해상수송력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나온 것이 한정된 자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계획조선의 실시였다. 1942년 전시계
획조선이 실시되면서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 조선소 역시 이 시스템 아래로 재편되
12) 3,000톤급으로 보기도 한다.
13) 基隆市文獻委員會(1954)에서는 타이완선거의 수리용 도크 규모를 20,000톤급, 10,000톤급,
3,000톤급 각 1기씩으로 서술하고 있다.
14) 1938년 관동군이 나진에 5,000톤급 수리용 도크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당시 조선중공업 사장
이었던 아베 고이치(阿部梧一)는 연간 조선을 드나드는 5,000톤급 선박이 극히 적음을 들어 경
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다(朝鮮總督府, 1938.9b, 4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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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시계획조선은 조선산업을 국가통제 아래에 두고 모든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선박
건조 및 수리가 금지되는 것으로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는 일본 조선통제회(造船統
制會)에 직접 편입되어 해군의 감독 하에 ‘갑조선(甲造船)’을 실시하였다.
갑조선은 500톤급 이상의 강선을 건조 내지 수리하는 것으로 조선중공업은 국가에
의해 설계된 전시표준선 중 2,000톤급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타이완선거는 국가가 지
정한 선박의 수리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하여 조선중공업은 선박건조를 위
한 엔진공장 등 기계공장의 설비확충이 이루어졌고, 타이완선거는 선박 수리용 도크의
확장으로 15,000톤급 신설, 기존 10,000톤급의 25000톤급으로 규모 확장이 이루어
졌다. 전시계획조선을 통해 조선과 타이완 조선산업의 선박건조와 선박수리의 성격은
보다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시계획조선은 500톤 미만의 선박-주로는 소형 목조 화물선-을 건조하는 ‘을
조선(乙造船)’도 시행되었다. 갑조선이 일본 해군의 직접 감독 하에 진행된 반면 을조선
은 식민지권력이 일본 체신성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의 경우 조선총
독부가 건조대상 선박으로 100톤 전후의 목조 화물선, 부선, 예선의 전시표준선을 설
계하고, 을조선을 시행할 조선소로 기존 목조선소들을 통합ㆍ정리하는 한편으로 을조
선 전문 조선소를 새롭게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타이완의 경우도 타이완총독부
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을조선의 경우도 몇 가지 차이가 있었다. 우선 전시표준선의 대상선박에서 차
이가 있었다. 화물선의 경우 조선은 170톤급 목조화물선이 최대 선박이었지만, 타이완
은 200톤급이었다. 종류도 조선은 170톤급, 150톤급, 120톤급, 100톤급의 4종류였으
나, 타이완은 200톤급과 170톤급의 2종류였다. 아울러 조선은 화물선 외에 부선, 예
선, 유조선도 계획조선에 포함하였으나, 타이완은 화물선 외에 어선 2종류(75톤과 65
톤형)가 계획조선 대상이었다. 조선의 경우 어선은 을조선 대상선박에서 제외되었다.
조선과 타이완 총독부는 일본 해무원(海務院)이 설계한 선형(船型)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외에, 자체 설계한 선형도 포함하였는데, 조선은 150톤급과 120톤급 화물선이 자
체 설계한 선형이었고, 타이완은 75톤과 65톤급 어선이 자체 설계한 선형이었다. 조선
의 120톤급 화물선은 帆船이었다.
다음으로 계획조선 수행 조선소와 관련해서도 정책적 차이가 있었다. 조선은 계획조
선 수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1항(港)1사(社)’의 원칙하에 목조선소의 통합ㆍ정비를 일찍
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총독부 주도하에 원산에 조선조선공업주
식회사(朝鮮造船工業株式會社)라는 을조선 전문 조선소를 신설하여 계획조선을 전담시
키는 정책도 병행하였다. 타이완의 경우도 1944년 5월 총독부가 임시선박건조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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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계획조선을 전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기존 조선소에 대한 강력한 통합ㆍ
정비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미 목조선업계에서 압
도적 설비능력을 가지고 있던 보국조선주식회사(報國造船株式會社)와 가오슝조선주식회
사(高雄造船株式會社)에 계획조선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조선소가 가지고 있던
목조선용 선가는 85기로 타이완 전체시설의 70%가 넘었다(臺灣總督府, 1945, 191192).

2. 계획조선 실적
우선 갑조선 실적을 보면 조선중공업의 경우 <표 3>과 같다.
<표 3> 조선중공업 갑조선 수주 및 건조실적
할당
船型

隻數

건조
톤수

합계(톤)

船型

隻數

톤수

합계(톤)

1942년

일반형
F형

1
1

1,100
490

1,590

F형

1

490

490

1943년

1D형
2D형
F형

2
1
3

3,840
2,350
1,470

7,660

일반형
F형

1
3

1,100
1,470

2,570

1944년

2D형

4

9,200

9,200

1D형
2D형

2
2

3,840
4,600

8,440

2D형

1

2,200

2,200

10

13,700

13,700

1945년
합계

12

18,450

18,450

주：2D형의 경우 1척당 톤수가 자료에 따라 2200톤, 2300톤, 2350톤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데, 2D형의 톤수 합계가 다른 것은 여기에 기인한 것임.
출처：朝鮮總督府交通局(1944.4)｣; 신주백 편(1993); 海運局(1955); 尹鍾根(1985); 배석만(2014),
p.191.

전시계획조선이 시작되는 1942년부터 1945년 패전까지 조선중공업에 할당된 선박
은 1,100톤급 일반형 1척, 전시표준선 1D형 2척, 2D형 5척, 그리고 F형 4척으로 합
계 12척 18,450톤이었다.15) 1942년 할당된 1,100톤급 일반형 선박은 속행선(續行船)

15) 전시표준선 D형은 2,000톤 전후의 근해용 화물선이었다. 1D형과 2D형의 2종류가 있었는데,
전자가 1,920톤급, 후자가 2,200톤급이었다. 석탄을 연료로 하는 1,100~1,200마력 증기기관
(피스톤엔진)이 장착되고, 10노트 전후의 속력을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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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40년 상반기 일본우선이 발주한 화물선이 자재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착공에 들어간 것이었다.16) 할당받은 선박에 대해 실제 건조한 선박은 일반형 1척, 전
시표준선 1D형 2척, 2D형 3척, F형 4척으로 총 10척 13,700톤이었다. 2D형의 경우
1943년 1척, 1944년 4척, 총 5척을 할당받았으나, 1944년에 2척이 건조되었고 나머
지 3척은 1944년 말 현재 건조공사가 30% 정도 진행되고 있었다(신주백 편, 1993,
398). 이중 1척은 1945년 건조되어 해방 당시 진수된 상황이었고(尹鍾根, 1985,
16-17), 나머지 2척은 결국 진수에 이르지 못했다(배석만, 2014, 191-192).
한편 타이완선거의 상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타이완조선의 갑조선 수주 및 실적
연도

선박건조

선박수리
톤

기계제조
엔

엔

합계(엔)

톤

엔

1941

100

56,506

964,095

901,449

981,618

1,939,576

1942

245

132,739

807,826

1,862,329

817,781

2,822,849

1943

631

533,210

1,015,117

2,660,330

401,738

3,595,278

1944

550

29,980

1,285,392

3,454,162

297,408

4,781,550

출처： 洪紹洋(2011a), p.63.

<표 4>는 타이완선거가 선박수리 전문조선소로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선박수리는 1941년 90만 엔대에서 전시계획조선 갑조선에 참여한 1942
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수리 선박의 톤수에 비해 금액의 증가가 가파른 것
은 전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수리용 도크시설의 확충에 따른 입거
수리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선박건조의 경우 큰 의미를 부여
하기 힘들다. 1941년에는 불과 100톤이었고, 태평양전쟁기를 관통하여 연간 건조 톤
수가 1,000톤을 밑돌았다.
다음으로 목조화물선 건조가 주력인 을조선의 실적을 살펴보자. 우선 조선의 경우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6) 전시계획조선의 시작년도인 1942년의 경우 각 조선소가 계획조선 이전에 수주 받은 선박(續行
船)의 건조가 주를 이루었다. 조선산업의 특성상 갑작스런 작업전환이 어렵고, 해군함정본부도
갑작스런 전환이 가져올 혼란과 조선소의 손실을 감안해서 일정정도의 유예기간을 상정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행선의 건조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전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해군함정본
부는 속행선의 건조를 금지하는 명령을 통해 계획조선 실행을 앞당기는 조치를 취했다. 속행선
정리에 대해서는 寺谷武明(1993), 3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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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선의 을조선 계획 및 실적
계획
년도

船種

화물선
1942
ㆍ 漁雜船(비계획선)

65
ㆍ

톤수
6,500
2,050

척수

계획
달성률

톤수

65
ㆍ

6,500 100.0%

비고

2,039

ㆍ

5척은 1943년
6월까지 완성
ㆍ

4,950

33

4,950

ㆍ

海務院型 150톤

50

7,500

50

7,500

ㆍ

純帆船 120톤형

22

2,640

22

2,640

ㆍ

100톤형

125

6,250

125

6,250

ㆍ

ㆍ

80톤형

35

1,400

35

1,400

ㆍ

ㆍ

유조선

300톤형

2

600

0

0

ㆍ

예산이 성립되지 않음

曳船

80톤형

2

160

0

0

ㆍ

합계

ㆍ

269

23,500

265

22,740

漁雜船(비계획선)

ㆍ

ㆍ

ㆍ

10,590

朝鮮型 150톤

47

7,050

5

화물선

海務院型 150톤

103

15,450

6

純帆船 120톤형

50

6,000

9

1,080

ㆍ

ㆍ

100톤형

350

17,500

83

4,150

ㆍ

ㆍ

80톤형

ㆍ

ㆍ

1943

艀船

6,500

750

ㆍ

ㆍ

900

ㆍ

680

ㆍ

0

0

ㆍ

ㆍ

555

46400

120

7,560

ㆍ

ㆍ

6,900

ㆍ

漁雜船(비계획선)

전체의 50%는
1944년 완성
ㆍ

17

합계

ㆍ

ㆍ

400

80톤형

ㆍ

96.8%

5

曳船

930

16.3%

ㆍ

ㆍ

ㆍ

170톤형

100

17,000

ㆍ

ㆍ

ㆍ

ㆍ

純帆船 130톤형

50

6,500

ㆍ

ㆍ

ㆍ

ㆍ

유조선

150톤형

15

2,250

ㆍ

ㆍ

ㆍ

ㆍ

艀船

100톤형

350

17,500

ㆍ

ㆍ

ㆍ

ㆍ

曳船

150톤형

10

1,500

ㆍ

ㆍ

ㆍ

ㆍ

합계

ㆍ

525

44750

ㆍ

ㆍ

ㆍ

ㆍ

漁雜船(비계획선)

ㆍ

ㆍ

5,000

ㆍ

ㆍ

ㆍ

ㆍ

계획조선

ㆍ

漁雜船

ㆍ

화물선

총계

ㆍ

척수

실적

33

艀船

1945

100톤형

계획

朝鮮型 150톤
화물선

1944

船型

1,414 121,150
ㆍ

20,450

450

36,800

ㆍ

ㆍ

ㆍ

13,559

ㆍ

ㆍ

주：1) 선종(船種)의 경우 자료에는 기범선, 순범선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필
자가 고친 것임.
2) 1943년의 비계획선의 경우 海運十年略史에는 239척 2,084척이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출처：朝鮮總督府交通局,(1944.4), pp.68-71; 신주백 편(1993), pp.397-399; 海運局(1955); 배석만
(2014), pp.240-241.

- 87 -

｢경영사연구｣ 제34집 제1호(통권 89호)

2019. 2. 28, pp. 69~94.

조선의 을조선은 1944년까지 총 450척 36,800톤이 건조되었다. 조선에서 을조선의
중점 건조 선박은 150톤형 화물선이었고, 100톤형17) 부선이 그 뒤를 이었다. 부선은
1944년 건조계획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대륙연계물자 수송으로 인해 항만하역능력
강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건조계획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1942년
6,500톤에서 1943년 23,500톤, 1944년에는 46,400톤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건조실
적은 1943년 계획까지는 공사 지연은 있었지만 거의 100% 목표를 달성했고, 1944년
계획은 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력이 한계에 도달한 때문이
었다. 1944년 계획이 부진하고 지연되면서 1945년 계획은 입안은 되었으나 실적을 내
지 못했다.
다음으로 타이완의 을조선 실적을 살펴보자. 타이완에서의 을조선 시행이 시작된 것
은 1943년부터로 보이며, 계획의 개요는 200톤급 화물선 15척, 1944년 13척을 우선
건조할 예정이었다. 1944년 타이완총독부가 임시선박건조부를 설치하여 을조선 시행
을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한편으로 건조목표를 확대하였다. 즉 170톤급 화물선 50척,
75톤급 어선 10척, 65톤급 어선 40척 건조 등 총 100척의 선박을 추가로 건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적은 미미했다. 1945년 7월까지 계획된 선박 중 건조된 것은 200
톤급 3척, 75톤급 2척에 불과했다(龜谷隆行, 1978, 165-166).
을조선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선이 타이완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시
행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두 가지 정
도의 요인은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전시계획조선에서 을조선은 갑조선에 비해 부차
적이고 보조적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쟁 초기 일본군이 연전연승을 할 때에는 전
쟁피해에 따른 선박 소모량도 적고 해서 갑조선에 역량이 집중되었고 을조선은 사실상
방치상태였다. 하지만, 1943년에 들어와 급속히 불리해지기 시작한 전황으로 선박 소
모량이 늘어나자 을조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기후의 제약이 있지만, 일본과
조선의 해상운송은 근거리임으로 소형 목선이 기존 대형 화물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타이완에 비해 좀 더
집중적으로 시행이 독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타이완의 경우 1944년 후반기
에 접어들면 이미 미군의 폭격 등으로 제국의 영역에서 이탈하여 고립되는 상황에 직
면하게 되지만, 조선의 경우 그렇지 않았고, 1944년 이후에는 오히려 본토 사수를 위
한 ‘후진병참기지’로서 부각되는 상황이었던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17) 艀船의 경우 총톤(G/T)이 아니고, 적재 중량톤(D/W)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朝鮮總督府交通
局, 1944.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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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 연구는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 조선산업의 전개과정을 비교ㆍ검토하여 그 유사
성과 차이성을 밝혀보려고 했다. 이하에서는 그 분석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한다.
일제시기 양국 조선산업의 유사성 및 차이성은 이하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30년대 전반까지 양국의 조선산업은 일본 조선산업의 시장이었으며, 근대적 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조선의 조선선거주식회사나 타이완의 지룽
선거주식회사로 대표되는 근대적 조선소의 설립과 경영과정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룽선거의 건설과정을 조선의 조선선거 건설과정과 비교하면 두 조선소 모두
지룽항과 부산항이라는 일제가 역량을 집중하여 개발했던 식민지 항만기능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립 주체가 식민지에 건너와 자본축적에 성공한 토목업자
라는 것도 동일하고, 사이조 리하치는 경부철도, 기무라 규타로가 타이완종관철도 공사
에 참여한 것이 계기였다는 것도 흥미롭다. 비록 이후 축적과정은 사이조가 철공소, 기
무라가 광산개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항
구 출입 선박의 검사ㆍ수리를 위한 도크 건설에 착수하고 있다. 도크 건설과정에 해당
지역 총독부가 관여했다는 것도 개입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동일했다. 한편 가
장 큰 차이는 조선선거가 건설한 수리용 도크가 1,500톤급인데 비해 지룽선거가 건설
한 도크는 최대 4,000톤급으로 2배 이상 큰 규모였다는 것이다. 도크의 규모만 큰 것
이 아니라, 이후 경영을 보면 육상공사 위주로 철공소의 성격이 훨씬 강했던 조선선거
에 비하여 지룽선거는 수리전문조선소로서의 위상을 구축했다. 조선선거의 경우 선박
수리 조차도 대부분 일본 조선업계에 일감을 빼앗기고 있었다.
셋째, 양국 조선산업 성장의 본격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공업과 타이완
선거의 설립 계기는 제국 차원의 군수ㆍ국책적 관점에서 정책적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
된 결과였다. 조선은 만주와 화북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의 전진병참기지의 역할,
타이완은 중국대륙에서부터 동남아시아에 걸친 제국주의 침략의 남진기지 역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립과정에서 양 지역 식민지 권력인 조선총독부, 타이완총독부가 주
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기술 및 자본 지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중심이 되었고, 동
양척식, 타이완은행 등 식민지 국책금융회사, 일본우선, 오사카상선 등 일본 주요 해운
회사 등이 참여했던 모습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었다. 중일전쟁 발발 직전에 거의 동일
한 설립과정을 통해 조선과 타이완에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규모의 근대적 조선소가
설립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차원의 군수ㆍ국책사업의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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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이후 1945년 일본 패전까지의 회사경영과 생
산 활동의 과정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영권 장악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 전시경제체
제의 구축 하에 생산력확충계획의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빠르게 시설확충 등의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 태평양전쟁기 선박 양산을 위해 실시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
했다는 점 등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영 궤적을 보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몇 가지 차별성
도 나타나게 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선중공업은 선박건조, 타이완선거는 선박수리
중심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회사경영의 측면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주도한 것은
동일하나, 미쓰비시의 ‘회사 장악력’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기에 접어들어 일제의 식민지 조선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과
정에서 주력 생산분야와 회사경영방식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차별성은 제국의 정책,
식민지 내부의 문제, 자연환경, 특히 지리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한 결과물이
었다. 그중에서도 식민지 내부 문제, 즉 해운업계 및 식민지 일본인 자본가의 동향은
주목된다. 타이완의 해운업은 일본 본토의 주요 해운회사인 일본우선과 오사카상선,
야마시타기선 등의 영향력이 강했던 반면, 조선의 해운업은 일본 해운업의 영향력이
약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조선우선, 조선기선, 다테이시기선(立石汽船) 등 조선
내 해운회사들이 연안항로의 영역을 넘어서 대일항로를 중심으로 한 근해항로로의 진
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었고, 여기에 필요한 대형 선박의 건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이들은 필요한 선박을 일본 조선소에 주문하고 있었으나, 1930년대 후반 당
시 일본 조선업계는 식민지 수요까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조선중공업의 설립을
조선우선이 주도한 것은 이와 같은 조선 해운업계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
선중공업이 설립되고 선박건조 중심의 조선소로 성장하는 데는 이러한 조선내 해운업
계를 주축으로 한 민간 수요가 있었다. 이것은 조선중공업의 선박수주 상황을 통해 확
인된다.
다섯째, 태평양전쟁기에 일제가 해상수송력 확충을 위한 선박 양산을 목적으로 실시
한 전시계획조선 하에서 조선과 타이완의 조선산업 역시 이 시스템 아래로 재편되었
다. 전시계획조선은 조선산업을 국가통제 아래에 두고 모든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선박
건조 및 수리가 금지되는 것으로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는 일본 조선통제회에 직접
편입되어 해군의 감독 하에 갑조선을 실시하였다. 갑조선은 500톤급 이상의 강선을 건
조 내지 수리하는 것으로 조선중공업은 국가에 의해 설계된 전시표준선 중 2,000톤급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타이완선거는 국가가 지정한 선박의 수리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하여 조선중공업은 선박건조를 위한 엔진공장 등 기계공장의 설비확충이
이루어졌고, 타이완선거는 선박 수리용 선거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한편 전시계획조선은 500톤 미만의 선박-주로는 소형 목조 화물선-을 건조하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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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 시행되었다. 갑조선이 일본 해군의 직접 감독 하에 진행된 반면 을조선은 식민
지권력이 일본 체신성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건조대상 선박으로 100톤 전후의 목조 화물선, 부선, 예선의 전시표준선을 설계하고,
을조선을 시행할 조선소로 기존 목조선소들을 통합ㆍ정리하는 한편으로 을조선 전문
조선소를 새롭게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타이완의 경우도 타이완총독부가 동일
한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을조선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선이 타이완보다 상
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시행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는 첫째, 전시계
획조선에서 을조선은 갑조선에 비해 부차적이고 보조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43
년에 들어와 급속히 불리해지기 시작한 전황으로 선박 소모량이 늘어나자 을조선의 중
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조선은 일본과 근거리임으로 소형 목선이 기존 대형 화물선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시행이 독려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둘째, 타이완의 경우 1944년 후반기에 접어들면 이미 미군의 폭격 등으로 제국의
영역에서 이탈하여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만, 조선의 경우 그렇지 않았고,
1944년 이후에는 오히려 본토 사수를 위한 ‘후진병참기지’로서 부각되는 상황이었던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의 조선산업의 전개과정을 종합하면 선박수리만이 집중적으
로 성장한 타이완이 조선에 비해 ‘불균형적’이고, ‘식민지적 성격’이 보다 짙었다고 생
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후 조선산업의 전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
다. 오히려 타이완이 조선보다 앞서나갈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 전후 석탄에서 석유
로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세계 물동량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선박의 규모가 급격하게
대형화되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선체를 더 이상 선대에서 건조하기 힘들어졌고, 전전
수리용 시설로 인식되었던 도크가 선박건조용 시설로 전환되었다. 타이완의 25,000톤
급 및 15,000톤급 도크라는 식민지유산은 일거에 핵심 건조시설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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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Shipping Industry between
Chosun and Taiw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uk-Man Bae*
1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ei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shipping
industry between Chosun and Taiw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mainly focusing on Chosun Heavy
Industry, Ltd.(朝鮮重工業) and Taiwan Dock(臺灣船渠), Ltd., both countries' biggest
shipbuilder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hipping industries of both countr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usan
Harbor and Jīlóng Harbor(基隆港) the Japanese Empire developed focusing on
capabilities as its colony's companies were the parts of its harbor facilities. They
were for comparatively minor repairs of the ships moving in harbors. Second, the
shipping industry of both countries did not make progress in earnest even until
early 1930s, because both were the markets of Japan's shipping industry. Third, it
was from the late 1930s that the growth of both countries' shipping industries
was regularized, which resulted from the establishment of Taiwan Dock. The
construction of the two shipyards was a result of the rise of a national promotion
rather than market demands. Fourth, the process of management and production
activity until Japan's defeat in the war in 1945 after the establishment of Chosun
Heavy Industry and Taiwan Dock spread out similarly. However, there was a
remarkable difference. Chosun Heavy Industry grew as a shipyard focusing on
shipbuilding, while Taiwan Dock grew as a shipyard focusing on repair of vessels.
The difference in shipping industry between both countries was the need of
Japanese Empire's conduct of war under the war basis period.
<Key Words> Shipping Industry, Chosun Heavy Industry, Ltd., Taiwan Dock, Ltd.,
Chosu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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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경영사에 관련된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경영사와 이에 관련된 연구와 조사
(2) 회지 및 연구업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의 개최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과 산업계와의 교류
(5) 창업대상 선정에 관한 사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제 5 조 (기구) 본 학회는 전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설치 내규는 따로 정한다.
(1) 편집위원회
(2) 창업대상 심사위원회
(3) 전문경영자대상 심사위원회
(4) 경영사학 학술상 심사위원회
(5) 기업사연구위원회
(6) 기업가사상연구 위원회
(7) 조직위원회
(8) 홍보위원회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이를 구분하여
(1)정회원, (2)준회원, (3)특별회원, (4)기관회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정 회원은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원
으로 한다. 준회원은 경영사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의 박사과정의 재학생 그에 준하는 자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원
을 하는 자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관회원은 본 학회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포함)으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ㆍ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본 학회의 제반사업
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의 참가는 학회 행사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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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근 3년간의 회비납부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탈퇴의사를 표시했을 때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이
미 납부한 제반회비와 기여금은 학회에 귀속된다.
(2)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자격 박탈,
정직, 경고, 주의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보고한다. 징계위원회의 구
성은 7명이내의 범위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회원자격이 박탈되었을 때도 이미 납부한 제
반회비와 기여금은 학회에 귀속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구성)
(1)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상임이사 20명 내외, 이사 4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사회 각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
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제 11 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 12 조 (감사 및 이사의 선출)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권한)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의 주재 하에 본 학회의 업무를 협의한다.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사무국 설치)
(1)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며, 회장은 상임 이사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2) 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 및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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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제 16 조 (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
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17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주요사항
제 18 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 19 조 (정족수)
(1)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의결권을 회장 및 출석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0 조 (회의록) 회의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1 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여금, 보조금,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
당한다.
(2) 회비는 개인회원의 연회비 30,000원, 개인회원의 평생회비는 300,000원, 기관회원의 연회
비는 100,000원, 기관회원의 평생회비는 1,000,000원 이상으로 하되, 회비의 조정은 이
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2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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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학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
본 회칙은 198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99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본 회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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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018년 1월 26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2년 3월 9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10년 5월 14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8년 6월 25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7년 1월 1일, 이사회 의결
개정 2003년 2월 25일, 이사회 의결
개정 1998년 7월 1일, 이사회 의결
개정 1996년 6월 1일, 이사회 의결
개정 1994년 7월 1일, 이사회 의결
제정 1991년 9월 1일, 이사회 의결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
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가 발행하는 학
술연구지인 ｢경영사연구｣ 등(이하 “논문집”이라고 한다)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 3 조 (편집위원회 설치) 논문집 ｢경영사연구｣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회의)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
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실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
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영역별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의 신설, 조정, 폐지는 편집
위원회가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전화나 e-mail로 대체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회의 참석이 어려운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8. 본 위원회는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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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
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 학술논문, 학술대회 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
인자
2. 최근 5년간 학술논문 게재나 학술대회 발표(좌장이나 토론자 포함)가 4회 이상인 자
3. 학회 활동에 이사 이상을 역임한 자
4. 기타 경영사학 관련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제 6 조 (편집위원회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
1. 논문집 발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출된 논문의 게재여부 심의
3. 기타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제 7 조 (편집위원회 예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 학회의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 3 장 논문게재신청
제 8 조 (논문게재신청자격)
1. 논문집에 게재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
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2.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논문투고요령에 의거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게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3. 게재신청한 논문은 이중게재나 표절논문이 아니어야 하며 게재신청시 중복게재, 표절 등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게재신청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제 9 조 (논문게재신청)
1. 논문집에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신청서,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제출하고, 동시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직접 논문을 제출할 수도 있다.
2. 논문집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논문집의 논문투고요령, 게재신청서양식 등의 기타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논문심사
제 10 조 (심사대상논문) 본 학회의 논문집 논문투고요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 게재를 신청
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투고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수정보완내
지는 심사철회를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1.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
여 협의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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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3.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
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
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12 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
우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학술논문, 학술대회 발표, (편)저서, 역서,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인 자
② 최근 5년간 학술논문 게재나 학술대회 발표(좌장이나 토론자 포함)가 4회 이상인 자
③ 학회 활동에 이사 이상을 역임한 자
④ 기타 경영사학 관련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에 부적합함”의 건수
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심사판단기준 및 평가범주)
1. 요건심사는 편집간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되며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② 원고작성 기준 준수 여부
③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적절성 여부
2. 내용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③ 연구내용의 적절성
④ 논문구성의 충실성
⑤ 연구결과의 기여도
제 14 조 (심사보고)
1. 편집간사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간사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
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적합성 및 참신성, 연구방법의 타당
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논문구성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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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최종평가(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ㆍ보완할 사항 또
는 게재에 부적합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
한다.
4.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게재 가능：논문 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
하며, 자구 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간사의 수정확인
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수정 후 게재：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재심을 1차 심사자에게 요청하거나, 수정 및 보완 사항이 경
미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③ 수정 후 재심：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 등
논문의 전체 내용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재심은 1차 심사자에게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과정을 거부
하면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게재 불가：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논문집에
의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5.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촉
구서를 발송하고, 심사의뢰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에게 보고 후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 15 조 (심사결과통보)
1. 편집간사는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논문집 게
재규정에 의하여 판정 결과를 통지하고 논문심사의견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ㆍ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집 게재규정에 의해 판정 처리하며 특
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후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약자표시,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 D: 게재불가)
심사 결과
1, 2, 3

A

A

심사 결과
판정 처리
4

1, 2, 3

판정 처리
4

A

-

게재 가능

B

-

수정 후 게재

B

-

게재 가능

C

-

수정 후 재심

C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A

수정 후 게재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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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1, 2, 3

4
B

A

심사 결과

판정 처리

D

1, 2, 3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

D

게재 불가

B

-

수정 후 게재

C

-

수정 후 게재

B

판정 처리
4

D
C

B

C

수정 후 재심

D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A

수정 후 재심

B

수정 후 재심

C
B
D
A

C

C

D

D

D

-

수정 후 재심

D

A

게재 가능

C

수정 후 재심

B

수정 후 게재

D

게재 불가

C

수정 후 재심

D

-

게재 불가

D

게재 불가

C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A

수정 후 재심

B

수정 후 재심

D

C
A

수정 후 재심

B

수정 후 재심

C

수정 후 재심

C

수정 후 재심

D

게재 불가

D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C

D

D

D

D

-

게재 불가

D

D

-

게재 불가

3. 심사결과의 구체적인 처리방식은 일반적으로 제 14조 4항의 논문집 게재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만약 3명의 심사위원 중 2인을 제외한 1명만의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질 경우 논문게
재신청자는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편집간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게재신청자
의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에게 보고 후 해당분야에 속한 제 4의 심
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이 평가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단, 재심시 발생
하는 심사료는 게재신청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게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
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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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5. 게재신청자는 편집간사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15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ㆍ보완
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하여 게재신청자는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재심)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원칙적으로 심사자가 “게재 가능” 또는 “게
재 불가”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한다.
제 17 조 (특별기고논문과 위촉논문)
1. 특별기고로 추천받은 논문의 경우도 앞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 후 게재한다.
2.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편집위원회 위촉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장 논문편집
제 18 조 (논문집의 체제)
1. 논문집의 내용은 연구논문, 연구노트, 서평 및 통신란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게재되는 논문의 체제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9 조 (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
하여 논문집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경영사연구｣의 발행)
1. ｢경영사연구｣는 매년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다만, 본
학회의 특별연구에 의한 특집호는 별도로 발행한다.
2. ｢경영사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3.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논문접수일,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하
여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최종 수정한 결과를 송부하여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최종수
정일, 그리고 최종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날을 게재확정일로
한다.

제6장 기

타

제 21 조 (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제재) 논문집에 게재신청 혹은 게재된 논문이 본 학회
의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
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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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목록에서도 삭제
3. 해당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본 학회에서 발
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
제 22 조 (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ㆍ공중전송권ㆍ배포권의 양도)
1.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본 학회가 갖는다.
2.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ㆍ공중전송권ㆍ배포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
제 23 조 (논문의 홈페이지공지)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24 조 (게재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예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논문집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25 조 (저자의 구분)
1. 게재신청된 논문에는 반드시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하여 밝혀야 하며 논문집
에 게재될 경우에도 이를 밝혀야 한다.
2. 각 저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교신저자：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로서 논
문심사과정에서 편집간사와 교신하고 출판 이후에도 실험노트와 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논문의 내용에 책임을 지며 독자와의 교신도 책임진다. 여러 저자명 중에 가장 끝에
배치되고 제1저자도 이런 역할을 하였다면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저자：저자 중 이름이 가장 앞에 배치되어 통상적으로 주저자라고 불린다. 데이터
와 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이들
간의 배치 우선순위는 실험 및 데이터 수집, 결과 해석, 초안 작성한 자의 순이다.
③ 공동저자：연구와 논문제작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자로 그
이름은 이 둘의 사이에 배치된다. 이들의 이름 등재 여부와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공
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의해 결정되며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학위논문의 심사와 게재) 학위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밝혀
야하며 다른 논문들과 동일하게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 27 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부과)
1.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본 학회 홈페이지(www.kabh.or.kr)의 논문투고란에 게시한다.
제 28 조 (규정 밖의 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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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8. 1. 26>
이 규정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9>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14>
이 규정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25>
①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8년도에는 ｢경영사학｣은 년 3회(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부 칙 <2007. 1. 1>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25>
이 규정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1>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 1>
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9. 1>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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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요령
Ⅰ. 투고방법
1. 투고자의 자격：
1) 본 학회의 평생회원이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논문투고의 자격이 주어진다.
2)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자는 ｢경영사연구｣에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논문의 조건：
1) 경영사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경영사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단행본이나 다른 학술지(대학교지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은 해당 학회지의 심사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抄本(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이 규정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
는다.
4) 공개 또는 비공개된 프로젝트 보고서는 게재하지 않는다.
5) 투고하는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
처를 명시하여야 투고가 가능하다.

3. 투고의 방법
① ｢경영사연구｣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경영사학회 홈페이지(http://www.kabh.or.kr)의 ‘온라인논문투고’나 학회JAMS(https://
kabh.jams.or.kr)에 게재를 신청하고 투고논문을 직접 탑재(Upload)한다. 부득이한 경우
에는 사전 협의 하에 편집간사에게 논문과 논문투고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도 있다.
② 논문 접수시에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하고, 게재 확정시 게재료로 일반논문은 20만원, 사
사가 표기되는 지원논문은 40만원을 각각 납부한다. 단, 20페이지 초과시에는 초과 페이
지당 2만원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 심
사료와 게재료는 각각 US$50로 한다.
③ 논문투고와 관련된 주소와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회 연락처
주 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상경관 620호
경제학과 서문석 교수연구실(우편번호 16890)
E-mail：editorofkabh@hanmail.net
–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계좌：004-21-0391-898 국민은행 예금주：서문석

- 108 -

부

록

4. 투고 및 심사 과정
① 투고자는 논문 접수 익일부터 7일 이내에 E-mail 또는 문서로 편집간사에게 투고한 논
문의 투고 및 심사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투고자는 심사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게재 결정이나 게재불가 결정이 내
려질 때까지 연락을 유지하며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문제는 투고자에게 책임이 있다.

Ⅱ. 원고작성 방법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에 게재신청하는 자
는 다음 각호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문작성의 기본원칙]
1) [논문언어] 언어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학술용어는 가능하면 한글로 쓰고 번역된
용어는 ( )안에 원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편집도구] ‘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3) [논문 용지 및 분량] 편집용지는 A4용지로 하며, 총 분량은 30면 (본문, 도표, 참고문헌,
기타 등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투고 논문의 순서]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형태는 홈페이지의 ‘규정
및 서식’에 있는 ‘경영사연구 논문템플릿파일’ 참고
1) 논문제목
2) 국문요약：1,000자 내외
3) 국문주제어：3~5개
4) 본 문
5) 게재중복신청확인표시
6) 참고문헌
7) Abstract：800자 내외
8) Key Words：3~5개
9) 부록(설문지 등) –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
3. [논문제목 및 저자표시]
1) 게재신청하는 논문의 첫 장의 맨 앞에는 논문의 제목을 기록한다.
2) 저자는 논문게재신청서에만 표시해야 한다. 투고된 논문에는 투고자의 신상에 관련된 모
든 내용은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명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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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요약문]
1) 논문 첫 장의 제목 아래에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2) 국문요약문은 1000자 이내로 하되 첫 쪽의 논문제목과 논문본문 사이에 놓이도록 하되,
<요약>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3) 논문의 요약문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야 한다.
4) 논문요약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40%기준으로 한다.
5. [주제어]
1) 국문요약문의 바로 다음 줄에 3~5단어 이내의 국문주제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주제어는 굴림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40%기준으로 한다.
6. [본문]
1) 논문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50%기준으로 하며, 문단 첫줄의 들여쓰기
는 10pt로 한다.
2) 여백주기：위쪽 20, 아래쪽 18,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7, 꼬리말 10, 제본 0
3) 논문의 전개 표시는 Ⅰ → 1 → 1) → (1) → ① 순이다.
Ⅰ, Ⅱ, Ⅲ…
1, 2, 3 …
1), 2), 3) …
⑴, ⑵, ⑶ …
①, ②, ③ …
7. [표, 그림]
1)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표기한다.
2) 제목 앞에는 각각 <표 1> 및 <그림 1>과 같은 순서를 표기한다.
3) 표와 그림에 설명과 출처 등이 필요할 경우 “주：”와 “출처：”를 시작으로 표기한다.
4) 표와 그림의 제목은 굴림체,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50%으로 한다.
5) 표와 그림의 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20%기준으로 한다.
8. [주석]
1) 주석은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 등에 국한한다. 문헌인용은 주석에 표기하지 않
고 본문에 기재한다.
2) 주석은 본문에 삽입할 경우 본문 내용이 난해해지거나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
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주석은 바탕체, 글자크기 9.5pt, 줄간격 130%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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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자, 영문표기]
1)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예) 미국 재무회
계기준심의회(FASB),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10. [문헌인용]
1) 본문에서 인용된 문장이 있는 경우
(1)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한다.
(2) 저자명, 발행연도 및 쪽수를 표기한다.

(예)(김경영, 1989)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김경영, 1989, 27)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 페이지 표시
(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
(김경영ㆍ이경영, 1990, 217-218) – 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김경영 외, 1988, 12) – 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이용
(김경영 외, 1988, 12; 오성ㆍ한음, 1990, 217) – 둘 이상의 문헌인용
(김경영, 1999a, 12; 1999b, 22) – 같은 연도의 동일 저자에 대한 문헌인용
(Kim, 2005)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5, 120)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 페이지 표시
(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
(Kim & Lee, 2005, 77) – 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Kim et al., 2005, 104) – 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4; Lee, 2005) – 둘 이상 다른 저자의 문헌인용
(Kim, 2004; 2005) – 동일인 단독연구의 둘 이상 문헌인용
(Kim, 2005a) – 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5b; Lee, 2004a) – 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가 둘인 경우 문헌인용
2) 본문에서 저자명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
(1) 저자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예) 홍경영(2003)에 의하면, ......,
Beaver(2002)에 의하면, ......
11. [게재중복신청확인]
1)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아래와 같은 문장을 표기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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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고 인용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을 표
시해서는 안 된다.
2) 참고문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국내문헌(가나다 순)
① 서적과 논문(구분없음)
② 인터넷자료(가나다순)
(2) 외국문헌(번역서는 외국문헌에 놓는다)
① 영어문헌(ABC 순)
② 일본어문헌
③ 중국어문헌
④ 기타 외국문헌
⑤ 인터넷자료 (이름순)
3) 참고문헌은 바탕체,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50%기준으로 한다.
4)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1) 연도표시는 2002a, 2002b 등으로 표시한다.
(2) 서양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Family name을 먼저 표기하고, 공동저자의 저자명은 그
렇지 않다.
6) 일반적 표기 순서
(1) 논문：저자명(연도), “논문제목”, ｢수록책제목｣, 권(호수), 쪽수.
(2) 학위논문：저자명(연도), “논문제목”, 00학위논문, 학교.
(3) 단행본：저자명(연도). ｢책제목｣, 출판사.
(4) 번역물：원서(번역서).
7) 예시
(1) 국내문헌
김경영(2000), “한국경영사에 관한 연구,” ｢경영사연구｣, 40(1), 5-24.
김경영ㆍ이경영(2002a), “미국경영사 연구,” ｢경영사연구｣, 43(2), 15-34.
(2002b), “중국조세 연구,” ｢경영사연구｣, 3(3), 25-45.
김경영(2003), ｢한국경영사개론｣, 제2판, 세학사.
경영회의소(2005), ｢기업의 경영사｣, http://www.nts.go.kr/abc/(생략)/.
– 저널：DOI가 있는 경우
홍길동(2010), “방법론 연구,” ｢재무연구｣, 10(4), 2-4, doi:10.1002/hbm.20037.
(2) 동양문헌
金經營(2005), ｢租稅法｣, ミネ書房.
金經營(2005), “相續や贈與”, ｢經營史論集｣, 13(3), 東海大學.
金經營(2003), ｢相續稅と所得稅｣, 經營史大學 博士學位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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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總督府鐵道局(各年度版a), ｢年報｣.
(各年度版b), ｢朝鮮鐵道(交通)状況｣.
金經營(1997), “朝鮮總督府財政”, ｢財政史研究｣, 弘文堂.
(3) 서양문헌
Auer, A., & K. Ha(1990), “Investment tax policy,” In Do Taxes Matter,
edited by J. Slem, Cambridge, MI Press.
Boness, J., & G. Frankfurter(1977), “Evidence of non-homogeneity,”

Journal of Finance, 23, 775-787.
Hen, P. H., & D. C. Long(1984a), “Trading and the tax,” National Tax

Journal 37(2), 213-214.
, &

(1984b), “Prospective changes,” American Real

Estate Association Journal, 12(4), 297-317.
Slem, J., ed.(1990), Do Taxes Matter, Cambridge, MI Press.
Taussig, M. K.(1967), “Economic aspects,” National Tax Journal 20(1),
1-19.
Wit, A. D., & D. F. Wood(1985), “The effect of tax laws,” National Tax

Journal 38(1), 1-14.
(4) 번역서
金經營(2005), ｢租稅法｣, 弘二堂(이경영 옮김(2007), ｢조세법｣, 홍이당).
John Bell Foster(1999), A Short Economic History, MI Press(김경영ㆍ이경영
옮김(2000), ｢작은 경제사｣, 경영출판사).

13. [Abstract]
1) 논문의 맨 끝인 참고문헌 다음 장에 Abstract을 작성한다.
2) Abstract(영문요약)은 800자 내외로 <Abstract>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3) 논문의 요약문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분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4) Abstract는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를 기준으로 한다.
14. [Key Words]
1) Key Words는 Abstract의 바로 다음 줄에 3~5단어 이내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주제어는 굴림체, 글자크기 9.5pt, 줄간격 130%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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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史學｣ 통권 총목차
1. 創刊號(1986年 12月 30日 發刊) ‑ 特輯：省谷 金成坤 硏究 ‑
<論文>
① 省谷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柄 夏)
② 省谷의 政治 – 主로 政治家로서의 그의 片貌 –(金 舜 坤)
③ 省谷과 育英ㆍ文化事業(崔 泰 鎬)
④ 省谷의 言論機關 經營(權 丙 卓ㆍ金 柄 夏)
⑤ 省谷의 體育活動과 企業 및 體育界에 미친 影響(裵 守 鎭)
⑥ 轉換期 銀行經營의 社會經濟史的 考察(高 承 濟)
⑦ 朝鮮前期 農莊經營과 奴婢(金 安 淑ㆍ李 鎬 澈)
⑧ 經營史 硏究 方法論 序說(金 鏞 淇)
<論評>
⑨ 韓國會計史 硏究(尹根鎬 著)(安 潤 泰)
⑩ 藥令市 硏究(權丙卓 著)(金 孝 東)
2. 第2輯(1987年 12月 30日 發刊) ‑ 特輯：企業家 活動의 事例 ‑
<論文>
① 小南 金台原의 事蹟과 金井金鑛의 經營(金 峻 憲)
② 省谷의 企業家活動(金 柄 夏)
③ 省谷의 經營과 人脈(高 在 經)
④ 三共合資會社에 관한 考察(金 柄 夏)
⑤ 省谷과 金星紡織(黃 明 水)
⑥ 韓國 시멘트工業의 展開와 雙龍洋灰(趙 璣 濬)
⑦ 朝鮮時代의 人口規模集計(Ⅰ)(李 永 九ㆍ李 鎬 澈)
⑧ 美國의 經營史 硏究 – 過去와 現在 –(黃 明 水)
<論評>
⑨ 韓國廣告史(申寅燮 著)(金 商 奎)
⑩ 日本的經營論爭(岩田龍子 著)(李 義 圭)
3. 第3輯(1988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湖巖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柄 夏)
② 大同法 硏究(金 玉 根)
③ 會計發達史攷(高 承 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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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朝鮮時代의 人口規模集計(Ⅱ) – 17, 18세기 人口增加率 集計를 中心으로 –
(李 永 九ㆍ李 鎬 澈)
⑤ 日本의 經營史學界 및 硏究現況(孫 一 善)
<論評>
⑥ 現代經營史(金信雄ㆍ朴載錄 共著)(金 商 圭)
⑦ 財閥の比較史 硏究(安岡重明 他著)(李 春 根)
4. 第4輯(1989年 12月 30日 發刊) ‑ 特輯：湖巖 李秉喆 硏究 ‑
<論文>
① 三星物産의 成立과 湖巖의 企業家活動(黃 明 水)
② 湖巖의 事業轉換-第一製糖의 成立을 中心으로(金 柄 夏)
③ 湖巖과 第一毛織(趙 璣 濬)
④ 湖巖의 多角的 經營과 韓國肥料(金 柄 夏ㆍ崔 明 奎)
⑤ 湖巖과 三星電子의 事業展開 – 特히 半導體 事業을 中心으로 –(安 春 植)
⑥ 湖巖의 育英ㆍ文化事業觀과 事蹟 – 龍仁自然農園을 中心으로 –(劉 元 東)
⑦ 戰前期 日本의 財閥所有者와 專門經營者와의 關係(安岡重明)
⑧ 財閥(史)論과 企業集團論의 接點 – 財閥史硏究의 새로운 課題 –(石川健次郞)
<動向>
⑨ Fuj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History에 다녀온 所感(金 聖 一)
5. 第5輯(1990년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1979年까지의 現代建設의 資本蓄積과 經營理念(金 柄 夏)
② 住友財閥의 形成과 廣瀨宰平의 企業家活動(作道洋太郞)
③ 農村住民의 構成과 存在樣態에 관한 經濟史的 硏究
– 慶北 軍威郡 A마을의 事例를 中心으로 –(李 永 九ㆍ李 鎬 澈)
<動向>
④ 韓國經營史學의 硏究動向(金 商 奎)
6. 第6輯(1991年 12月 31日 發行)
<論文>
① 우리나라 民族銀行의 經營近代化 過程에 관한 硏究 – 近代 金融機關의 成立過程을 中心으로 –
(閔 庚 晥)
② 韓國勞動賃金形成史의 定立을 위한 序說的 硏究(金 聖 壽)
③ 日本 – 産業化 初期의 勞使關係(康 季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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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財閥 – 政府關係의 歷史的 推移 – 三星財閥의 事業擴張過程을 中心으로 –(柳 町 功)
⑤ 意思決定支援會計情報 システムの展開過程についての一考察(李 盈 周)
⑥ 日本資本主義 成立期의 工業構造(黃 完 晟)
⑦ 1945~1950 忠南製絲(株)의 經營構造(金 惠 水)
7. 第7輯(1992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日帝時代의 市場과 商業活動에 관한 硏究(金 聖 壽)
② 忠淸北道의 工業發達過程(金 信 雄)
③ ｢社史｣分析을 通한 韓國企業의 發展段階別 特性에 관한 硏究(李 宗 舜ㆍ池 禎 澤)
④ 牧山 許周烈의 生涯와 經營理念(朴 光 緖)
⑤ 解放後 民間貿易에 관한 硏究(柳 基 悳)
⑥ 在來市場의 生成ㆍ發展에 따른 流通近代化에 관한 硏究(李 相 玉)
⑦ 戰後日本における企業會計制度の發展史攷(高 承 禧)
<評論>
⑧ 崔泰鎬 著, 近代 韓國經濟史 硏究 序說(徐 吉 洙)
⑨ 金宗炫 著, 工業化와 企業家活動(朴 光 緖)
8. 第8輯(1993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獨逸商社의 對極東進出 – 1990年까지에 있어서 韓國과 日本을 中心으로 –(金 光 洙)
② 都中에 관한 硏究 – 開城 縇紬田과 海州 縇紬田을 中心으로 –(金 柄 夏)
③ 而山 李奉寧의 生涯와 經營理念(朴 載 錄ㆍ方 漢 午)
④ 日帝下 朝鮮工業成長의 要因과 그 性格에 관한 考察
– 特히 1920~1930年代를 中心으로 –(金 聖 壽)
⑤ 朝鮮時代 忠淸北道 産出物에 관한 硏究(金 信 雄)
⑥ 韓國의 生命保險産業經營에 관한 史的 考察(朴 光 緖)
⑦ 染織界의 始祖, 金德昌 硏究 – 東洋染織株式會社를 中心으로 –(李 漢 九)
⑧ 金輪出入의 史的 考察(金 新)
⑨ 東洋拓殖株式會社의 朝鮮經濟收奪의 金融業經營(姜 泰 景)
⑩ 近代株式會社의 形成과 儒敎的 價値觀의 變化 – 明治初期와 韓末期의 比較 –(柳 町 功)
⑪ 스위스의 傳統線業(崔 榮 順)
⑫ The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Consolidated Firms Performace(1905~1919)
(Kang, Joo-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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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第9輯(1994年 12月 30日 發刊) ‑ 特輯：柳一韓 硏究 ‑
<論文>
① 柳一韓의 生涯와 經營理念(黃 明 水)
② 柳一韓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安 春 植)
③ 美國에서의 柳一韓의 經濟ㆍ政治ㆍ社會活動(金 光 洙)
④ 柳一韓의 社會事業 및 育英事業(金 禱 經)
⑤ 柳韓洋行의 成長과 發展(逝去時까지)(金 聖 壽)
⑥ 柳韓洋行과 韓國製藥事業(金 信 雄)
⑦ 柳一韓의 遺業과 繼承發展(朴 載 錄)
⑧ 柳一韓의 經濟思想과 社會的 責任(朴 光 緖)
⑨ 柳韓洋行의 經營陣들(高 承 禧)
⑩ 韓國經營史學會 産業革命地 學術調査 紀行文(金 相 圭)
10. 第10輯 第1號(通卷 10號) (1995年 6月 30日 發刊)
<硏究發表論文>
①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硏究(I)(李 漢 九)
② 東西貿易의 史的 硏究(金 新)
③ 韓國 勞組 組織形態의 變遷에 관한 硏究(金 倉 宣)
④ 地中海 中世 商業史 考察(金 聖 壽)
⑤ 中世 地中海 沿岸의 貿易經路에 관한 硏究(朴 光 緖)
⑥ 中世紀 유럽지역의 會計學 發展史에 관한 硏究(李 建 憙)
⑦ 이탈리아 複式簿記의 會計史的 考察(高 承 禧)
<一般論文>
⑧ 獨逸의 産業革命(金 光 洙)
⑨ 獨逸 社會的 市場經濟의 史的 展開過程(黃 俊 性)
⑩ 韓國 在來市場의 變遷과 流通近代化에 관한 硏究(李 相 玉)
⑪ 1950년대의 工業化와 資本形成(徐 贊 洙)
⑫ 資本國際化와 韓國經濟(李 甲 泳)
11. 第10輯 第2號(通卷 11號) (1995年 12月 30日 發刊)
‑ 特輯：光復50周年記念 해방둥이 企業 硏究 ‑
① 靜石의 生涯와 經營理念에 관한 硏究(金 聖 壽)
② 韓進그룹 形成過程 硏究(李 漢 九)
③ 東亞建設 創業者의 生涯와 經營理念(高 承 禧)
④ 東亞建設의 成長과 發展(金 光 洙)
⑤ 中外製藥의 成長과 創業理念(朴 光 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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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中外製藥의 成長과 發展(金 信 雄)
⑦ 大熊製藥 尹泳煥의 生涯와 經營理念에 관한 硏究(安 春 植)
⑧ 大熊製藥의 成長과 發展(李 建 憙)
12. 第11輯 第1號(通卷 12號) (1996年 3月 30日 發刊) ‑ 特輯：大山 愼鏞虎 硏究 ‑
<論文>
① 大山 愼鏞虎의 生涯와 經營理念(黃 明 水)
② 敎保生命保險의 成長과 發展(金 聖 壽)
③ 敎保生命保險 創立初期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④ 大山 愼鏞虎의 社會的 責任과 公益財團 設立運營(金 光 洙)
⑤ 敎保生命保險과 韓國保險事業(朴 光 緖)
⑥ 敎保生命保險의 經營陣들(高 承 禧)
13. 第11輯 第2號(通卷 13號) (1996年 12月 30日 發刊) ‑ 創立 10周年 記念特輯 ‑
<學術發表論文>
① An Entrepreneur Spirit in Yong-Ho Shin of Top Management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金 聖 壽)
② 희랍의 都市國家(金 光 洙)
③ 産業標準化의 歷史的 考察(金 相 圭)
④ 資本主義 發展過程에서 資本蓄積과 資本類型에 관한 硏究(金 性 基)
⑤ 古代貿易構造의 特性에 관한 硏究(金 新)
⑥ 古代 會計發展史 硏究(李 建 憙)
⑦ 바빌로니아時代의 商業과 商人(李 光 周)
⑧ 勞使情報共有와 企業成果에 관한 硏究(柳 柄 胄)
⑨ 品質管理의 歷史的 考察(韓 漢 洙)
<一般硏究論文>
⑩ 業績評價를 위한 目標管理의 效率的 活用方案(金 寅 鎬)
⑪ 東洋拓殖會社의 土地 收奪經營(姜 泰 景)
⑫ 日本的 勞使關係의 特質과 形成背景에 관한 硏究(李 元 雨)
<其他>
⑬ 中世 地中海沿岸 商業主導地 學術調査(朴 光 緖)
⑭ 古代商業 및 貿易都市 學術調査(崔 榮 順)
⑮ 韓國經營史學會의 10年史 管見(高 承 禧)
14. 第12輯 第1號(通卷 14號) (1997年 5月 31日 發刊) ‑ 特輯：亞南그룹 創業者 金向洙 硏究 ‑
① 牛穀의 生涯와 經營理念의 硏究(金 聖 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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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亞南그룹의 成長과 發展(黃 明 水)
③ 牛穀 金向洙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高 承 禧)
④ 亞南그룹의 사회적 責任과 公益事業(金 光 洙)
⑤ 亞南그룹 經營陣의 寄與度 分析(李 建 憙)
⑥ 亞南그룹과 韓國의 電子産業(朴 光 緖)
15. 第12輯 第2號(通卷 15號) (1997年 11月 15日 發刊) ‑ 特輯：湖巖思想의 再照明 硏究 ‑
<論文>
① 湖巖의 삶의 哲學과 企業의 歷程(趙 璣 濬)
② 湖巖의 經營理念 再照明(黃 明 水)
③ 韓國經濟發展에 있어서 湖巖의 産業的 寄與에 관한 考察(金 聖 壽)
④ 湖巖의 經營觀을 통해 본 企業의 社會的 責任(金 光 洙)
⑤ 湖巖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位置(李 建 憙)
⑥ 湖巖의 文化精神(高 承 禧)
16. 第12輯 第3號(通卷 16號) (1997年 12月 30日 發刊)
<學術發表 論文>
① 韓國經營理念의 愛國的 傳統과 21世紀 企業家의 價値觀(金 柄 夏)
② 英國퓨리턴(基督敎)의 企業倫理와 韓國 基督敎 企業人의 倫理(黃 明 水)
③ 바이킹과 북유럽상업권(金 光 洙)
④ 유럽聯合(EU)의 會計標準化 過程(高 承 禧)
⑤ 노벨 經濟學賞 受賞者의 財務理論硏究(李 建 憙)
⑥ 海外進出路의 歷史的 特性에 관한 硏究(金 新)
⑦ 스웨덴 경영참가제의 전환 과정(安 鍾 泰)
⑧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現地人 勞務管理에 관한 연구(柳 柄 胄ㆍ方 振 邦)
<一般硏究 論文>
⑨ 韓國 財閥의 形成ㆍ發展過程과 企業家精神에 관한 硏究(朴 有 榮)
⑩ 東隱 金容完의 財界活動과 經營哲學(朴 載 錄)
⑪ 歸屬 綿紡織工場의 設立과 變化類型에 관한 硏究(徐 文 錫)
⑫ 近代經營學의 스톡홀름學派에 관한 硏究(李 光 鍾)
⑬ 華橋의 資本形成過程과 經營戰略(李 德 勳)
⑭ 일본 벤처기업의 생성배경과 경영과제(박 경 열)
⑮ 손해보험자와 운송인의 이해관계 변화에 관한 사적 연구(李 洪 武)
⑯ 임금협상시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의 반응연구(김 인 호ㆍ홍 정 화ㆍ이 환 수)
⑰ 原價會計의 史的 考察(金 相 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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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他>
⑱ 북구 바이킹의 후예를 찾아서(최 영 순)
17. 第13輯 第1號(通卷 17號) (1998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日帝下 民族系 企業集團과 性格에 관한 硏究(金 聖 壽)
② 知識 社會的 觀點에서 再照明한 프레더릭 테일러의 生涯와 思想(李 在 奎)
③ 중국 국유기업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宋 在 薰)
④ 러ㆍ중 기업개혁제도의 경영사적 의미분석(曺 圭 珍)
⑤ 일본의 순수 지주회사 부활(신 장 철)
⑥ 複式簿記와 資本主義의 發達에 관한 文獻史的 硏究(高 承 禧)
⑦ 地理上 發見이 유럽에 미친 影響에 관한 硏究(金 新)
⑧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화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황 남 일ㆍ김 유 상)
⑨ 일본의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의 역사적 고찰(李 洪 茂)
⑩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硏究(2)(李 漢 九)
⑪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徐 文 錫)
⑫ 成功的인 年俸制 導入과 運營方案(金 寅 鎬)
18. 第13輯 第2號(通卷 18號) (1998年 12月 30日 發刊)
<國際學術發表 論文>
① 한국경영사학의 연구동향(黃 明 水)
② 韓國 財閥의 經營史的 硏究(金 聖 壽)
③ 上州ㆍ民間機械製系の先驅者聖野長太郞の伊蚕系業視察(1)(加藤 隆)
④ 三井財閥の解體と企業集團への再構成(柳町 功)
⑤ 中國國有企業改革的歷史性考察(劉 曙 野ㆍ許 柱 娟)
⑥ 한국기업의 對중국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宋 在 薰)
⑦ 斗山그룹의 형성 과정, 1952~1996년(金 東 雲)
⑧ 러ㆍ중ㆍ북한의 대외교역에 대한 발전과정(曺 圭 珍)
<一般硏究論文>
⑨ 日本獨占資本形成期 의 勞動運動(康 季 三)
⑩ 戰後 日本의 經濟外交史(姜 太 勳)
⑪ 日本의 近代化 初期에 있어서 財務諸表制度의 展開(高 承 禧)
⑫ 東海 表記의 歷史的 小考(金 新)
⑬ 마케팅조사의 윤리문제 연구(李 光 周)
⑭ 수출보험의 정책대응에 관한 역사적 전개(黃 南 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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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第14輯 第1號(通卷 19號) (1999年 5月 5日 發刊) ‑ 特輯：峨山 鄭周永 硏究 ‑
<論文>
① 峨山 鄭周永 生涯와 經營理念(金 聖 壽)
② 現代그룹의 發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③ 峨山精神과 現代그룹의 企業文化(高 承 禧)
④ 峨山 鄭周永의 社會的 責任精神과 社會福祉事業(金 新)
⑤ 現代그룹 金融企業의 成長과 發展(李 洪 茂)
⑥ 現代그룹이 韓國經濟發展에 미친 影響(李 光 鍾)
20. 第14輯 第2號(通卷 20號) (1999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Rhee Syng Man Government and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ul, Bong-Sik. Yoon, Jae-Hee)
② 孔孟思想과 儒敎資本主義(梁 創 三)
③ 후레더릭 테일러와 피터 드러커의 經營思想에서의 生産性 硏究(李 在 圭)
④ 日帝下 土着綿工業資本의 性格에 관한 硏究(3)(李 漢 九)
⑤ 美國 地方政府의 會計制度에 關한 考察(金 相 圭ㆍ尹 泰 和)
⑥ 朝鮮後期 實學의 現代經營學的 再照明(朴 晟 洙)
⑦ 歸屬財産의 消滅에 관한 硏究(徐 文 錫)
⑧ 美國 會計基準의 變遷過程(崔 松 吉)
⑨ 韓ㆍ美 生命保險 情報公示制度의 歷史的 考察(金 億 憲)
⑩ 組織社會化 效果性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과 企業 下部文化의 役割(김 우 택ㆍ김 인 호)
⑪ 품질요인과 품질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안 영 진)
21. 第14輯 第3號(通卷 21號) (1999年 12月 30日 發刊)
<國際學術發表 論文>
①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30年과 對中國 投資 10年의 特徵(金 榮 來)
② 分斷國家의 經濟力 比較와 經濟統合方案(金 聖 壽)
③ 韓ㆍ中 貿易史 硏究(金 新)
④ 中國의 會計制度 發展史(李 建 憙)
⑤ 中國에 在投資한 韓國企業의 立地決定要因에 관한 硏究(宋 在 薰)
⑥ 韓國企業在華投資分析(許 挂 娟)
⑦ 東西方國家市場經濟模式比較硏究(孫 宇

ㆍ周 尙 容)

⑧ 三井財閥における番頭經營について(柳町 功)
⑨ 中國 國有企業 改革與發展的 曆程與前景(劉 建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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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硏究 論文>
⑩ 中國의 外換制度 變遷史에 관한 分析(曺 圭 珍ㆍ崔 容 民)
22. 第15輯 第1號(通卷 22號) (2000年 5月 30日 發刊) ‑ 特輯：蓮庵 具仁會ㆍ上南 具滋暻 硏究 ‑
<論文>
① 蓮庵 具仁會ㆍ上南 具滋暻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聖 壽)
② LG그룹의 成長과 經濟發展의 寄與度(薛 鳳 植)
③ LG그룹의 發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④ 蓮庵 具仁會ㆍ上南 具滋暻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事業(崔 鍾 泰)
⑤ LG그룹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位置(柳 柄 胄)
⑥ LG精神과 企業文化(高 承 禧)
23. 第15輯 第2號(通卷 23號) (2000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LG의 東유럽 進出現況과 展望(金 新)
② 東유럽 諸國의 會計制度 發展史(李 建 憙)
③ 유럽의 品質動向과 標準化事業에 관한 考察(韓 漢 洙)
④ 東유럽諸國과 經濟實相(金 光 洙)
⑤ 電子商去來 發展史에 관한 硏究(金 相 圭)
⑥ 大山思想의 獨創性과 世界化의 追究(朴 光 緖)
⑦ 20世紀 韓國海運의 歷史的 展開에 관한 考察(吳 世 榮ㆍ李 源 哲)
⑧ 附加價値稅法令의 變遷史에 관한 硏究(宋 東 燮)
⑨ 栗谷 李珥의 經營思想에 관한 硏究(梁 創 三)
⑩ 先進國의 社史 發刊傾向(李 漢 九)
24. 第15輯 第3號(通卷 24號) (2000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中國 會計制度의 變遷史에 관한 硏究(宋 東 燮)
② 日本 炭鑛의 朝鮮人勞動者에 대한 勞務管理, 勞動統制 硏究(1939~1945)(金 旻 榮)
③ 中國의 WTO加入과 韓ㆍ中 經濟協力方案에 관한 硏究(宋 在 薰)
④ 中世 및 近代期의 商工業에 종사한 女性硏究(崔 榮 順)
⑤ Bluecord Technology의 成長과 林采煥의 經營理念(柳 柄 胄)
⑥ 企業家型 經營者의 企業家 活動 – 事例：FILA KOREA(株) 尹潤洙 社長 – (金 榮 來)
⑦ 韓國財閥におけるオ-ナ-經營體制 – 絶對的支配の適用可能性につて – (柳町 功)
⑧ 中國私營企業的變遷與發展(嚴 法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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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他>
⑨ 東유럽 學術調査 踏査記(朴 京 姬)
⑩ 專門經營者의 使命과 役割(林 采 煥)
⑪ 專門經營者의 特性과 類型(尹 潤 洙)
25. 第16輯 第1號(通卷 25號) (2001年 5月 31日 發刊) ‑ 特輯：SK그룹 崔鍾賢 硏究 ‑
<論文>
① 崔鍾賢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聖 壽)
② SK그룹의 成長과 發展(韓 漢 洙)
③ SK그룹의 發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④ 創業者 崔鍾賢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事業(趙 東 成)
⑤ SK그룹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位置(李 承 郁)
⑥ SK그룹의 企業文化(高 承 禧)
26. 第16輯 第2號(通卷 26號) (2001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美國에 있어서 經營史學의 生成과 發展(金 榮 來)
② 美國 損害保險産業의 現況과 韓國 保險社의 進出戰略(金 億 憲)
③ 美國의 品質經營의 發展과 役割(韓 漢 洙)
④ 美合衆國의 管理會計 發展史와 國際比較(李 建 憙)
⑤ 캐나다의 IT産業에 관한 史的考察(林 外 錫)
⑥ SK의 北美進出 現況과 展望(金 新)
⑦ 우리나라 稅效果會計制度의 展開過程(高 承 禧)
⑧ 韓國의 會社史 發刊傾向에 관한 硏究(李 漢 九)
⑨ 日本 綜合商社의 戰後 解體와 再編成에 관한 硏究(申 章 澈)
⑩ 日本 中小企業의 海外投資戰略의 變遷(朴 京 烈)
⑪ 日本 企業의 戰略的 情報시스템에 대한 歷史的 考察(韓 光 熙)
27. 第16輯 第3號(通卷 27號) (2001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금호 박인천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김 정 식)
② 퇴계 이황의 경영사상에 관한 연구(양 창 삼)
③ 우리나라 會計制度의 變遷過程에 관한 硏究(田 雄 秀ㆍ宋 東 燮ㆍ李 信 男)
④ 우리나라 會計原則 以前時代의 企業會計制度에 관한 硏究(高 承 禧)
⑤ 무역정책수단으로서의 우리나라 수출보험 발전과정(박 현 희)
⑥ 東部 獨逸의 對外貿易構造와 內獨貿易의 發展(金 泰 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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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검은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정책에 관한 연구(우 영 환)
⑧ 東海표기의 역사적 과정(金 新)
⑨ 한국 공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기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안 영 진ㆍ송 명 식)
⑩ 構造調整專門會社를 통한 企業構造調整 促進에 관한 硏究(李 贊 民ㆍ李 在 述)
<其他>
⑪ 제10회 해외학술탐사 및 국제심포지엄 참관기(김 상 규ㆍ임 외 석)
28. 第17輯 第1號(通卷 28號) (2002年 5月 30日 發刊) ‑ 特輯：梅軒 朴承稷ㆍ蓮崗 朴斗秉 硏究 ‑
<論文>
① 梅軒 朴承稷과 蓮崗 朴斗秉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聖 壽)
② 斗山그룹의 成長과 發展(李 承 郁)
③ 斗山그룹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④ 梅軒 朴承稷과 蓮崗 朴斗秉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事業(朴 光 緖)
⑤ 斗山그룹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位置(韓 漢 洙)
⑥ 斗山그룹의 企業文化(高 承 禧)
29. 第17輯 第2號(通卷 29號) (2002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韓國 財閥의 性格에 관한 연구(이 한 구)
② 개성상인정신 발달사 연구(金 聖 壽)
③ 한국 기업 생성기의 인사ㆍ노무관리에 관한 고찰(안 춘 식)
④ 금호 박인천의 경제철학에 관한 연구(김 정 식)
⑤ 관계마케팅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의 관계마케팅 연구(김 갑)
⑥ 국내 은행합병의 역사적 고찰：1910~2000년(박 노 경)
⑦ 과학적 관리운동의 국제적 확산과정 연구(이 재 규)
⑧ 기업의 공연예술지원의 역사적 고찰과 경제학적 접근(전 형)
⑨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생성 및 변천에 관한 연구(조 성 제)
⑩ 일본의 전후 재벌의 해체와 벤처창업붐(강 판 국)
⑪ 斗山그룹의 海外進出戰略(金 新)
⑫ 南美諸國의 會計發展史 硏究(李 建 憙)
30. 第18輯 第1號(通卷 30號) (2003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한국 경영사학의 연구동향(황 명 수)
② 日本經營史學界の最近の韓流と硏究成果(宮本又郞)
③ 女性CEO 金正子의 기업활동과 기업가정신(李 建 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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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솔방울 김치의 발전과 여성 CEO(김 성 수)
⑤ 美國 財務會計理論의 形成에 관한 硏究(高 承 禧)
⑥ 美國會計敎育의 發展史에 관한 硏究(李 贊 民)
⑦ 日帝下 大規模 綿紡織工場의 高級技術者 硏究(徐 文 錫)
⑧ 韓國 燒酒産業發展에 관한 史的 考察(吳 成 東)
⑨ 중국의 근대화와 국가경영에 대한 역사적 고찰(양 창 삼)
⑩ 코맥스의 世界經營에 대한 歷史的 照明(이 승 영ㆍ최 용 록)
⑪ 中南美 經濟改革의 변천과정과 시사점(金 誠 恂)
⑫ 日帝下 東海와 地名改稱事例硏究(김 신)
⑬ 中國 鄕鎭企業의 發展段階에 관한 연구(유 병 주ㆍ신 광 철)
⑭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본 지역경제의 고찰(金 泰 明)
31. 第18輯 第2號(通卷 31號) (2003年 6月 30日 發刊) ‑ 特輯：中甫 金昇浩 硏究 ‑
<論文>
① 中甫 金昇浩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聖 壽)
② 保寧그룹의 成長과 發展(李 承 郁)
③ 保寧그룹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④ 中甫 金昇浩 會長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事業(朴 光 緖)
⑤ 保寧製藥의 創業精神과 企業文化(高 承 禧)
32. 第18輯 第3號(通卷 32號) (2003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일제하 대규모 면방직 공장의 조선인 고급기술자 연구(徐 文 錫)
② 한국 기업의 품질운동 발달사(안 영 진)
③ 日本企業의 福利厚生制度의 變遷(朴 京 烈)
④ 호주 노사관계제도의 변화(안 종 태)
⑤ 朝鮮朝 儒敎的 統治理念에 나타난 資本主義 성립의 停滯性에 관한 연구(鞠 承 奎)
⑥ 우리나라 해운항만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조 성 제)
⑦ 전후 서독경제 고성장(1950~1973년)의 원인과 성격에 관한 연구(이 헌 대)
⑧ 중국 첨단기술산업개발단지 성장과 발전(유 병 주ㆍ신 광 철)
⑨ 전자상거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김 갑ㆍ성 윤 옥)
⑩ 女性 CEO 姜善鎬 회장의 의료창업정신과 의료법인 동화의료재단의 發展(李 建 憙)
⑪ 한영캉가루의 성장과 여성 CEO 姜惠淑의 기업활동(高 承 禧)
⑫ 중남미 학술조사 기행문(金 相 圭ㆍ林 外 錫)
⑬ 제12회 한국경영사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해외학술탐사(유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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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第19輯 第1號(通卷 33號) (2004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일본의 노동운동 변천과정과 노사관계 발전(이 원 우)
② 戰前 日本 資本市場과 商人組織(李 明 煇)
③ 韓國鐵道와 産業復興五個年計劃(林 采 成)
④ The Evolution of Theo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Hwy-Chang Moon)
⑤ 南阿共 흑인정부 10년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金 誠 恂)
⑥ 중국 주강삼각주 유역경제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조 대 우ㆍ이 상 빈)
⑦ 일본 기업간시스템의 변천과정 – 일본 화학섬유사업의 사례(李 亨 五)
⑧ Estimating Elasticities of Demand and supply for South African Manufactured
Exports Using a Vector Error Corretion Model(Lungisile Ntsebeza)
⑨ 갈등관리유형으로 본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장 동 운)
34. 第19輯 第2號(通卷 34號) (2004年 11月 25日 發刊) ‑ 特輯：愛敬그룹 張英信 硏究 ‑
<論文>
① 愛敬그룹 創業者 張英信 會長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聖 壽)
② 愛敬그룹의 企業文化(高 承 禧)
③ 愛敬그룹의 成長과 發展(李 承 郁)
④ 愛敬그룹의 經營革新活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⑤ 愛敬그룹 張英信 會長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硏究(金 榮 來ㆍ宋 永 旭)
⑥ 韓國經營史上 愛敬그룹의 位相(李 漢 九)
35. 第19輯 第3號(通卷 35號) (2004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동북아 시대에 있어서 한국기업의 향후진로(최 종 태)
② Cooperation among Japan, Korea, China Through Sharing Business and Cultural
Advantages(문 휘 창)
③ 北東アジアにおける連携の模素-第二次世界大戰後の日本企業の經營史を基礎にして(厚東偉介)
④ 實利問われる日韓FTA – ｢北東アジア經濟圈｣ への共通靑寫眞を求めて– (深川由起子)
⑤ The Future Development of Chinese Enterprises In Northeast Asian Era
(Liu Junsheng)
⑥ 中韓經貿合作關係的若干問題(劉 端ㆍ盧 鵬 起)
⑦ 중국 국유기업제도 개혁에 관한 역사적 접근(백 권 호)
⑧ 앙트러프러너십(Enterpreneurship)과 이노베이션(Innovation)에 관한 고찰(김 영 래)
⑨ The Impact of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on Its Working-Classes
Standard of Living(한 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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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리틀톤｣ 회계사상의 문헌사적 연구(II) – 그의 제2기(1934~1953)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
(고 승 희)
⑪ 전략적 제휴시각에서의 ｢크로스 마케팅｣에 관한 고찰 – 사례：(주)크라운제과 –
(조 강 필ㆍ송 영 욱)
<其他>
⑫ 제13차 해외학술탐사 및 국제학술대회 –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역사적 고찰 – (이 웅 호)
36. 第20輯 第1號(通卷 36號) (2005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민영화 이전 포항제철의 지배구조와 경영효율성(김 용 렬)
② 실크로드와 그것이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이 승 영)
③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전망(이 종 태ㆍ성 민)
④ A Study on the Evolution of Modern Russian Capitalism(심 경 섭)
⑤ 개성상인의 경영사상과 송도치부법의 논리구조(고 승 희)
⑥ 효과적 인적자원개발 및 투자를 위한 인적자원회계 재조명(장 영 철)
⑦ 카자흐스탄의 회계 및 조세제도(최 종 윤)
⑧ 한국기업의 생성과 발전 – 기업형성과 성장의 배경(1876~1979년)을 중심으로 –(김 영 래)
37. 第20輯 第2號(通卷 37號) (2005年 10月 31日 發刊) – 特輯：SPC그룹 許英寅 硏究 –
<論文>
① SPC초당 허창성 선생과 허영인 회장의 경영이념과 기업정신(김 영 래)
② SPC의 기업문화 연구(이 문 선)
③ SPC 경영전략(문 휘 창)
④ SPC의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공헌활동(장 영 철)
⑤ SPC그룹의 성장과 발전(백 인 수)
⑥ SPC의 한국경영사학적 위상(김 성 순)
38. 第20輯 第3號(通卷 38號) (2005年 11月 30日 發刊) ‑ 特輯：三星그룹 李健熙 硏究 –
<論文>
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생애와 경영이념(金 聖 壽)
②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국제경쟁력(薛 鳳 植)
③ 삼성 이건희 회장의 기업활동과 경영혁신전략(李 建 憙)
④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회적 책임(金 榮 來)
⑤ 삼성 이건희 회장의 기업문화관(高 承 禧)
⑥ 한국기업경영학계에 있어서의 삼성의 위치(金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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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第20輯 第4號(通卷 39號) (2005年 11月 30日 發刊) ‑ 特輯：曉星그룹 晩愚 趙洪濟 硏究 ‑
<論文>
① 효성그룹 창업자 만우 조홍제 선생의 경영이념과 기업가 정신(김 영 래)
② 만우 조홍제 회장과 효성의 기업문화(서 인 덕)
③ 효성그룹의 경영전략(박 영 렬)
④ 晩愚 趙洪濟 선생의 사회적 책임활동(李 光 周ㆍ姜 太 勳)
⑤ 효성그룹의 성장과 발전(이 한 구)
⑥ 한국경제의 성장 발전상에서의 효성그룹의 역할과 위상(박 광 서)
40. 第20輯 第5號(通卷 40號) (2005年 12月 31日 發刊)
‑ 特輯：전후 60년 한일경제를 이끌어 온 기업들과 그들의 기업가 정신 ‑
<論文>
① 기조연설(鳥羽欽一郞)
② 삼성그룹과 李秉喆 회장의 기업활동(황 명 수)
③ 松下辛之助と企業組織改革-事業部制と分社制(下谷政弘)
④ 전후 한국경제성장을 이끌어온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 연구
– 경영이념과 사상,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김 성 수)
⑤ 豊田家の企業者活動-豊田喜一郞とToyota Motorを中心として(由井常彦)
⑥ 革新經營의 創始者 柳一韓의 經營哲學(朴 光 緖)
⑦ 日本マクドナルド創業者藤田田の成功と失敗(野中いずみ）
⑧ 組織沒入度의 時間的 變化에 關한 硏究
– 시중은행 여성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임 달 호ㆍ이 미 진)
⑨ 러시아 외환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사적 고찰(조 규 진ㆍ최 용 민)
<其他>
⑩ 제11차 해외학술탐사 및 국제학술대회 – 실크로드(Silk Road)탐사기 –(최 영 순)
41. 第21輯 第1號(通卷 41號) (2006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리틀톤｣ 회계사상의 문헌사적 연구(Ⅲ)(高 承 禧)
② 한국 근대 자본시장의 사적 고찰(남 명 수ㆍ김 정 은)
③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유형에 대한 종업원의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윤 상 돈ㆍ추 헌)
④ 해방 직후 섬유업계 고급기술자들의 활동 연구(徐 文 錫)
⑤ 개항 후 식민지 시대의 한국 상사회사에 대한 연구(申 章 澈)
⑥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연구(김 희 철ㆍ고 광 명ㆍ강 영 순ㆍ진 관 훈)
⑦ JR東日本의 경영합리화와 다각화(임 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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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카리스마 리더십과 도전적 직무동기 및 혁신행동 간의 관계와 리더신뢰와 혁신분위기의
조절효과(송 병 식)
⑨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일 의존에 관한 사적 연구(한 광 희ㆍ김 광 희)
42. 第21輯 第2號(通卷 42號) (2006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동국제강의 성장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김 동 운)
② 계룡건설의 성장과정과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김 병 기)
③ 대외진출 경로의 역사적 패턴에 관한 연구(김 신)
④ 1980년대 미국 생명보험회사 세법에 관한 역사적 고찰(김 억 헌ㆍ김 정 숙)
⑤ 외환위기 이후 제천의 산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金 泰 明)
⑥ 한국 편의점의 성장 프로세스와 성장 전략(백 인 수)
⑦ 해방 직후 서울지역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운영과 인력 실태에 관한 연구(徐 文 錫)
⑧ 한국 서민금융제도의 형성과 정착(이 명 휘)
⑨ 미국회계전문직의 역사적 발달에 관한 연구(이 찬 민)
⑩ 일본 기업집단의 형성과 호혜거래에 관한 연구(차 일 근)
⑪ 최고경영자의 전략적 리더십이 조직진화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허 소 길ㆍ장 영 철)
⑫ 제15차 해외학술탐사：인도 문화탐방(이 재 춘)
43. 第22輯 第1號(通卷 43號) (2007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LG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과정과 의의(김 동 운)
②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정책에 대한 여론반응의 역사적 추이 분석(김 선 식)
③ 1950년대 귀속 면방직공장의 노동분쟁에 관한 비교연구(서 문 석)
④ 한국의 광고산업 발전사：1956년 TV CF 방영 이후 – 시기 논의를 중심으로 –
(송 영 욱ㆍ이 종 태ㆍ성 민)
⑤ 한ㆍ중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 경제ㆍ문화분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
(오 성 동)
⑥ 한국 해외건설산업의 성장과정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윤 종 철)
⑦ 귀속기업불하가 재벌형성에 미친 영향(이 한 구)
⑧ 安藤百福의 기업가정신과 日淸食品의 성장전략(임 외 석)
44. 第22輯 第2號(通卷 44號) (2007年 9月 30日 發刊)
‑ 特輯：同和藥品 創業者 保堂 尹昶植 社長과 可松 尹光烈 會長의 硏究 ‑
<論文>
① 同和藥品 企業家의 近代史的 照明
– 보당 윤창식 사장과 가송 윤광렬 회장을 중심으로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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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同和藥品의 成長과 發展過程(高 承 禧)
③ 창업자의 생애와 경영이념 – 삶과 혜안의 철학(박 기 찬)
④ 同和藥品의 企業文化 硏究(이 문 선)
⑤ 동화약품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ㆍ공헌활동(장 영 철)
⑥ 동화약품의 경영전략 – 경영이념, 경영전략, 기업성과 간의 관계 –(박 호 환)
⑦ 동화약품이 한국경영학에 미친 영향(이 건 희)
45. 第22輯 第3號(通卷 45號) (2007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리더십 유형, 정서적 반응, 혁신행동간의 구조적 관계(강 영 순ㆍ양 덕 순)
② 중소도시 지역상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 연구 – 전북 군산시를 중심으로 –
(김 민 영ㆍ윤 영 선)
③ 미국 事例로 본 經營史學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김 영 래)
④ 파세코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 특징과 과제(류 태 수)
⑤ 수에즈 運河會社의 成立過程과 國有化前의 所有權 變化에 관한 연구
(박 명 섭ㆍ홍 란 주ㆍ허 윤 석)
⑥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핵심역량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안 규 욱)
⑦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원관리의 변호와 과제：종단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
(유 규 창ㆍ박 우 성)
⑧ 소니 창업자 盛田昭夫의 기업가정신과 글로벌전략(임 외 석)
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연구의 진화과정과 신통합적 접근법(장 선 구ㆍ석 상 훈)
⑩ 대만 남부과학공업원구 성공1호 바이오기업 창업자, 탕문만의 경영철학과 기업가정신
(조 대 우)
⑪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산업에 대한 회고과 전망：위기와 글로벌 전략(현 재 훈)
⑫ 중국 유통개혁의단계별 특징 및 경제체제적 접근(홍 의ㆍ조 규 진)
46. 第23輯 第1號(通卷 46號) (2008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한국 IT주식 버블에 관한 사례 연구(박 진 우ㆍ김 민 혁ㆍ김 주 환)
② Tracing the Roots of System/Decision Theory：Implication for Management
Research(서 원 식ㆍ양 동 현)
③ 클러스터 진화의 단계적 고찰과 새로운 글로벌 연계 클러스터의 생성(문 휘 창ㆍ정 진 섭)
④ 위기상황에서의 리더십(장 영 철ㆍ조 성 용)
⑤ 미군점령기 일본증권시장 개혁과 증권업자의 대응(李 明 輝)
⑥ 정부조달을 활용한 중소기업지원정책 품질에 관한 수혜자 만족도 분석：
서브퀄(SERVQUAL)요인을 중심으로(김 정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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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제품가격 책정에 대한 국가기금의 영향 ‒ 이론적 접근(조 규 진)
⑧ 인도의 투자환경 분석과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김 병 순)
⑨ 미국에서의 노사관계론의 쇠퇴 요인(한 종 수)
47. 第23輯 第2號(通卷 47號) (2008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일본의 사회적 협의와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 변화(임 상 훈ㆍ이 동 섭)
② 기업인사시스템의 역사적 변화와 시사점：삼성전자 사례를 중심으로(이 병 하ㆍ박 우 성)
③ 소매점유형별 점포속성에 대한 지각된 분류(최 극 렬ㆍ류 학 수)
④ 한국에서의 會社史 발행 현황(김 동 운)
⑤ 우리나라 관세정책ㆍ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김 태 명ㆍ조 성 제)
⑥ 공공분쟁으로서의 노동분쟁, 추이와 성격：1990~2006년 사례를 중심으로(류 주 한)
⑦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고 광 명)
⑧ 시장효율성연구：주식시장의 월요일효과를 중심으로(이 지 윤ㆍ정 현 철)
⑨ 맞춤형 복지제도가 복리후생만족도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부산광역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김 종 관ㆍ이 윤 경ㆍ송 지 용)
48. 第23輯 第3號(通卷 48號) (2008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혼다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기술전략의 특성(임 외 석)
② 한국 인삼의 국제경쟁력의 변천과정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김 희 철)
③ 토요다家 앙트러프러너십의 계승과 발전(김 영 래)
④ 판매촉진 이용 구매 상황에서 현명한 소비자의 느낌(Smart Shopper Feelings)의 영향
연구(윤 승 재ㆍ이 인 구)
⑤ 신제품개발 과정에서의 복잡성에 대한 관리방안(김 종 배)
⑥ 성과평가요소의 역사적 변천과 지식활동 평가요소 탐색(이 을 터)
⑦ 근로자의 의사결정참여가 근로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 발언을 매개변수로 ‒
(김 종 관ㆍ김 민 정)
⑧ 한국기업의 인턴사원제도의 사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 종 구ㆍ김 병 기)
⑨ 프랑스정부의 노동개혁정책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주요선진국 노동정책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 시 경)
49. 第24輯 第1號(通卷 49號) (2009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피터 드러커의 혁신과 변화경영 관점 ‑ 사례：LG 전자 생활가전사업본부(DAC)의 혁신
(문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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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 평생학습 사례분석을 통한 모형화 연구(김 현 정ㆍ장 영 철)
③ 우리나라 海外港灣 投資認識과 海外 進出方案에 관한 實證硏究(김 성 철ㆍ류 동 근ㆍ류 학 수)
④ 체제전환국가들의 기업사유화 및 제품가격변환 과정에 대한 서술적 비교연구
– 러시아ㆍ중국ㆍ동독을 중심으로 –(조 규 진)
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설계와 평가：대구도시가스(주) 사례를 중심으로
(윤 필 현ㆍ한 주 희)
50. 第24輯 第2號(通卷 50號) (2009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삼성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사적 고찰(신 지 숙)
② 식품산업의 유통경로전략 ‑ 1960ㆍ70년대의 조미료ㆍ제과업을 중심으로 ‑(손 일 선)
③ 사회 네트워크 인지정확성의 형성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김 민 정ㆍ김 민 수ㆍ최 경 주)
④ 주 40시간 근무제가 직무환경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정 준 구ㆍ정 재 훈ㆍ박 기 찬)
⑤ 해방 이후 한국 면방직산업의 수출체제 형성(서 문 석)
⑥ 동원그룹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이 한 구)
⑦ 김재철 회장의 생애와 기업가정신 연구(김 성 수)
⑧ 김재철 회장과 동원의 기업문화(이 건 희)
51. 第24輯 第3號(通卷 51號) (2009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충남지역의 금광업에 관한 경제사적 고찰(우 영 환)
② 캐논 창업자들의 앙트러프러너십과 캐논의 제품개발전략에 관한 사적고찰(임 외 석)
③ 한국ㆍ독일의 산업혁명 과정 비교(최 단 옥)
④ 중국 절강성 온주상(溫州商)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역사제도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 상 빈ㆍ조 대 우)
⑤ A Review of Strategic Partnerships in Supply Chain Management(Heung-kyu Kim)
⑥ 과연 조세혜택은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는가?(박 종 국ㆍ이 계 원ㆍ홍 영 은)
⑦ 공공분쟁 해결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인과구조에 대한 탐색
(김 학 린ㆍ강 명 헌)
⑧ 전략적 선택중심의 한국기업 경영사 연구 ‒ 동원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
(최 종 태ㆍ이 광 주ㆍ박 영 렬ㆍ김 상 헌)
52. 第24輯 第4號(通卷 52號) (2009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중국 晉商의 상업 활동에 관한 史的 연구(정 일 수ㆍ김 태 명)
② STX그룹과 지주회사체제(김 동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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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 직업변천사의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해방 이후(1945) ~ 현재(2009)까지 –(이 종 구ㆍ조 은 상ㆍ김 홍 유)
④ 단일유럽시장의 형성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과 전략적 대응으로서 해외직접투자：1990년
대 유럽 내 한국자동차산업에 대한 재고(현 재 훈)
⑤ 이슬람 금융의 발전사적 고찰과 우리의 대응전략(남 명 수ㆍ곽 용 신)
⑥ 한국화장품산업 유통경로의 역사적 발전(이 종 태ㆍ김 상 덕ㆍ송 영 욱)
⑦ 복잡계 관점에서 본 기업 학습조직화 사례연구：(주)큐릭스 사례를 중심으로
(윤 필 현ㆍ한 주 희)
⑧ 고객자산 형성요인과 점포선택 모형에 관한 연구
– 백화점과 패밀리레스토랑 재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상 설)
⑨ 웹 개발 업체의 프로세스 개선이 지식근로자 생산성 및 전략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 승 동ㆍ송 인 국)
⑩ 한중 FTA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허 흥 호ㆍ정 윤 세)
⑪ 현암 김종희 회장의 생애와 경영이념 연구(김 성 수)
⑫ 현암 김종희의 창업과 한화그룹의 형성(서 문 석)
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제2창업과 한화그룹의 도약(이 종 태)
⑭ 한화그룹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공헌활동(이 광 주ㆍ최 상 오)
53. 第25輯 第1號(通卷 53號) (2010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보수주의적 혁신가로서 피터 드러커 경영사상의 형성과 전개(문 근 찬)
② 근대 철도 인프라스트럭처의 운영과 그 특징 – 한일비교의 시점에서 – (임 채 성)
③ Compar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Singapore after Ten Years of
Asian Economic Crisis(Hwy-Chang MoonㆍJi Youn Kim)
④ 러시아 농업개혁이후 농산물시장 변화와 수출활성화 방안(조 성 제ㆍ박 현 희)
⑤ 건설 프로젝트에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순차적 영향
(송 상 엽ㆍ신 호 철)
⑥ 한화그룹의 전략적 선택(박 영 렬ㆍ김 상 헌)
⑦ 김승연 회장의 리더십과 한화그룹의 기업문화(서 인 덕)
54. 第25輯 第2號(通卷 54號) (2010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경상(京商)과 송상(松商)의 상거래 유통망에 관한 비교 연구(노 혜 경ㆍ노 태 협)
②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 SK그룹의 사례 –(김 동 운)
③ 영국노동조합운동의 경제적 효과 – 1870~1914년을 중심으로 –(한 종 수)
④ 대구은행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례연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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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의 산업정책과 규율 – 1969년 1단계 부실기업정비를 중심으로 –(이 상 철)
⑥ 기업지배구조와 보수적 회계(강 주 훈)
⑦ 한국 공채문화의 사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80년대 이후 대기업 공채문화(채용제도ㆍ필기전형ㆍ면접방식ㆍ인재상)중심으로 –
(이 종 구 김 홍 유)
⑧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 프로그램 구성 방안
– (주)파리크라상의 경영사(經營史)를 중심으로 –(윤 필 현ㆍ한 주 희)
⑨ B2B 산업에서 구매자 인식이 장기적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 승 환ㆍ한 상 설)
55. 第25輯 第3號(通卷 55號) (2010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한국 경영사학의 연구동향(김 신ㆍ천 만 봉)
② 글로벌 기업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앙트러프러너십 연구(김 영 래)
③ 한국의 마케팅史에 관한 소고：문헌연구를 중심으로(문 병 준)
④ 쿄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카즈오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임 외 석)
⑤ 사원의 평생학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유한킴벌리 생산직 근로자 사례
(이 경 화ㆍ장 영 철)
⑥ KOSPI200지수 변경과 이익조정(김 상 헌)
⑦ 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 1960년대 초 이후 급속한 수출 성장 원인에 대한 일 고찰 –(최 상 오)
⑧ Heterogenous Productivity and Specialization in an Equilibrium Search Model
(Jae Eun Song)
⑨ 박정희정권기 조선공업 육성정책과 일본
– 1960년대 대한조선공사의 222만불 조선 기자재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배 석 만)
⑩ The Stud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Korean Enterprises(Sang-hyuk Lim)
⑪ 산업경영 소유괴리도가 기업이익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배 기 수ㆍ박 미 희)
⑫ U-City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개발방법론, 서비스 및 통합 플랫폼,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장 윤 희)
56. 第25輯 第4號(通卷 56號) (2010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유일한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노 부 호)
② 西洋의 中世 後期 近代意識 成立과 朝鮮 後期 實學思想 成立의 時代的 背景에 관한 比較
硏究 – 그리고 實學思想 成立이후 開化思想과의 連繫問題 및 日本의 帝國主義的 侵略과의
관계를 中心으로 –(국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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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진 병영상인에 관한 역사적 재조명(주 희 춘ㆍ이 희 정ㆍ김 태 준ㆍ박 성 수)
④ 한국 화이트칼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 조선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의 사례, 1918~1953 –(선 재 원)
⑤ 중국의 절동사상과 절강상인의 기업가정신(조 대 우)
⑥ Persistence of History in Market Outcomes
– Evidence from U.S. Restaurant Industry –(Jon Jungbien Moon)
⑦ A Study on the Analysis of European Map(16C~17C)(Shin Kim)
⑧ 이중몰입 연구방법에 대한 소고
–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인과경로를 중심으로 –(김 종 철ㆍ박 재 춘)
⑨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고용관계시스템 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 을 터)
⑩ 최근 한ㆍ일 전기ㆍ전자산업 주요기업의 경영성과의 변화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 동 령)
⑪ 지식근로자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장 영 철ㆍ신 창 훈ㆍ이 정 용)
⑫ Quality Factors Impacting Customer Satisfaction:
A Case of Seoul Royal Hotel in Korea(Hong-Hee Lee)
⑬ 공무조직의 업무특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IT 활용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임 영 규ㆍ박 기 찬)
⑭ 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정부의 역할, 1965~1979 –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최 상 오)
⑮ 1950년대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기술인력 연구(서 문 석)
57. 第26輯 第1號(通卷 57號) (2011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경영(학)의 연구(김 영 래)
② 장보고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이 민 수)
③ 이순신 장군의 린 경영에 관한 연구(장 대 성ㆍ양 종 곤)
④ The History of the firm theory in Economics
– what is the origin of firm theory –(Jeongil Seo ․ Hyoung-Goo Kang)
⑤ Overseas Business Development in Emerging Market Environment
– Daewoo and Uzbekistan Economy(1992~1997) –(Chanhi Park)
⑥ 한국전기초자의 회생전략과 성공요소 – 마음경영과 가치경영 –(노 부 호)
⑦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인지수준과 활용에 관한 연구(오 병 석)
⑧ 국내 축제산업의 역사적 현황과 발전전략(김 민 수ㆍ전 형 구)
⑨ 자산배분 시스템의 활용 및 성과에 관한 연구(구 기 동 이 종 구 서 규 훈)
58. 第26輯 第2號(通卷 58號) (2011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포스코와 한국경제 – 서지적,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 병 연ㆍ최 상 오)
- 135 -

｢경영사연구｣ 제33집 제4호(통권 88호)

② 1990년대에서 2010년까지의 산업재마케팅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김 진 숙)
③ 국내 패시브펀드 시장 분석 및 전망 – 주식형 인덱스펀드 및 ETF를 중심으로 –
(이 창 민ㆍ강 형 구)
④ Historical Developments of Inventory Models
(Seung-Chul YoonㆍJi-Hyung LeeㆍHeung-Kyu Kim)
⑤ 드러커와 롤스의 관점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장
– 실업과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문 근 찬)
⑥ 서번트 리더십이 부하직원의 리더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번트 리더십 연구의
진화과정에 나타난 리더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신 숙 희ㆍ장 영 철)
⑦ 재벌의 분할승계와 경제력집중의 변화(최 정 표)
⑧ 대학경영환경이 강의평가에 미치는 영향 – Y대학교 강의평가를 중심으로 –
(김 진 화ㆍ홍 영 은ㆍ박 종 국)
⑨ 애플의 경쟁우위에 관한 연구(천 만 봉)
⑩ ANP의 BCR모델을 통한 스마트폰 구매의 민감도 분석(서 현 식ㆍ송 인 국)
⑪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노사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징 –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송 광 선)
⑫ 대우조선해양의 성장사와 미래전략 연구(김

신)

59. 第26輯 第3號(通卷 59號) (2011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삼성家의 앙트러프러너십의 계승과 발전 연구(김 영 래)
② 불황기 투자확대를 통해 성장한 기업 연구 – 동원그룹 사례 –(이 한 구)
③ 한국기업 해외직접투자 역사와 전략(박 영 렬 곽 주 영 양 영 수)
④ LG그룹 지주회사체제와 개인화된 지배구조의 강화, 2001~2010년(김 동 운)
⑤ 일본 종합상사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의 전후 해체와 재편성 사례를 중심으로 –(신 장 철)
⑥ 戰時期 鍾紡그룹의 多角化 戰略과 平壤製鐵所(정 안 기)
⑦ 현대중공업의 초창기 조선기술 도입과 정착과정 연구(배 석 만)
⑧ 渋沢栄一の企業者活動と経営思想(島田昌和)
⑨ 協働体経営の形成―工業化初期の鐘紡、武藤山治の役割(桑原哲也)
⑩ 財界人の歴史観―男爵中島久万吉の第一次世界大戦後の世界像(村山元理)
⑪ 中島知久平と中島飛行機そしてスバル(高橋泰隆)
⑫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토목청부업자 아라이 하츠타로(荒井初太郞)의 한국진출과 기업활동
(김 명 수)
⑬ 1960년대 대표적 귀속기업체, 조선방직 부산공장의 몰락(서 문 석)
⑭ 중국전통상인과 현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김 용 준 홍 성 화 김 주 원)
⑮ 중국 고전의 지도자상을 통해 본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성과간의 관계 연구(최 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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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자의 리더십이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리더십과 목표설정이론의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서 현 식 송 인 국)
 신뢰선순환(Trust Loop)을 통한 시너지경영

– POSCO의 신뢰 형성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 –(박 호 환)
 A Study on the Exonym Global Standard Cycle Theory(Shin Kim)

60. 第26輯 第4號(通卷 60號) (2011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한국 섬유산업과 노동시장, 1945~2004(선 재 원)
② 개성상인 삼포경영 원가계산 구조 분석 Ⅰ
– 박영진가 삼포 도중 사례를 중심으로(1896~1901) –(전 성 호)
③ 개성상인의 공급사슬망 변화와 유통 관리적 유형(노 혜 경 노 태 협)
④ Selling Cotton Thread in China before 1945
– J. & P. Coats, a British Multinational Enterprise –(Dong-Woon Kim)
⑤ Historical Developments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in a Supply
Chain (Kyung-Rahn Kim Ji-Hyung Lee Heung-Kyu Kim)
⑥ 인도에서의 마이크로 보험 – TATA AIG와 VimoSEWA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민 이명휘)
⑦ 인사평가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공군조직을 중심으로 –(서인덕 이상길)
⑧ 중국기업의 對한국 FDI 진입전략 및 성과인식에 관한 연구(이대뢰 김성순)
⑨ 한국기업 기부에 대한 실증분석 – 과거와 현재 –(강형구 전상경)
⑩ 건설업의 변천사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비교연구(김 민 섭 백 미 경 문 상 혁)
⑪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전과 역할의 진화과정
– 기존 이론 연구에 근거한 연대기적 고찰 –(김 병 모)
⑫ 기업의 지속적 혁신활동 – 풀무원 사례 –(김 현 정 이 상 우 장 영 철)
⑬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기업의 CSR성과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임 덕 순)
⑭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농업의 변천과 역할(박 현 희)
⑮ 한국 농업 투ㆍ융자 부문의 시대별 변천과정과 정책시사점 고찰(조 성 제 유 병 호)
 성우오토모티브의 성장역사와 성공사례연구(김


신)

 담연 최종건 회장의 생애와 기업가정신(김 한 원)

 SK의 성장과 한국경제발전의 기여도에 관한 연구 – 담연 최종건 창업회장 중심으로 –

(남 명 수)
61. 第27輯 第1號(通卷 61號) (2012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高度成長期日本の技術者労働市場(선 재 원)
② 국내 특허정책의 단계별 진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공공부문 ‘특허 – R&D 연계전략 컨설팅서비스’를 중심으로 –(박 종 효ㆍ이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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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지적재산권의 기원과 그 形成史에 관한 연구
– 파리조약을 중심으로 –(정 재 환ㆍ이 봉 수)
④ 홈플러스그룹 이승한회장의 ‘큰 바위 얼굴’ 경영철학과 마케팅 경영사
(문 병 준ㆍ김 한 원)
⑤ 이랜드 그룹의 기업 활동과 경영전략(전 형 구ㆍ김 민 수)
⑥ 유니클로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임 상 혁)
⑦ SK 창업과 성장과정의 경영사적 연구 – 최종건 창업회장의 시대를 중심으로 –
(김 성 수ㆍ김

신)

⑧ 담연 최종건의 기업문화관과 선경문화(고 승 희)
⑨ SK그룹의 기업 활동과 경영전략 – 담연 최종건 창업회장을 중심으로 –(박 영 렬)
⑩ 담연 최종건 회장의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경영(최 종 태)
62. 第27輯 第2號(通卷 62號) (2012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국내ㆍ외 마이크로크레딧 역사와 당면과제(이 지 윤ㆍ정 현 철)
② 지속적 변화 : 유한킴벌리의 스마트 워크(Smart Work)(장 영 철ㆍ김 현 정ㆍ이 사 름)
③ 전전기 일본 노사관계의 전개와 노동위원회의 형성 및 발전(임 채 성)
④ 삼성의 인재경영 변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호암 이병철의 경영이념 중심으로 –(이 종 구ㆍ김 호 원)
⑤ 조선 후기 개성상인의 경쟁과 상생(노 혜 경ㆍ노 태 협)
⑥ 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의 변천사와 시사점(김 흥 규)
⑦ 연봉제와 동기부여 – 조직 특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다수준 분석 –(석 진 홍ㆍ박 우 성)
⑧ 중국 온주지역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와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이 상 빈ㆍ염 명 배)
⑨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양 성 국ㆍ김 봉 현)
63. 第27輯 第3號(通卷 63號) (2012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애플의 경영활동과 스티브 잡스의 기업가적 활동(천 만 봉)
② 한국 소비재 산업에서 근대적 대기업의 등장에 대한 경영사적 고찰 – 1970년대 제과업의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과 경영위계(Managerial hierarchy)를 중심으로 –
(이 종 현)
③ 미국 건강보험 전업사 등장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조 홍 종ㆍ이 창 민ㆍ강 형 구)
④ 메타 데이터와 계량서지 데이터를 이용한 경영사학 연구특성 분석
(이 동 호ㆍ김 우 수ㆍ문 성 주ㆍ정 이 상)
⑤ A Historical Study on the Global Logistic Routes of Korean and Balkan
Peninsula(Shin Kim)
⑥ 지주회사체제와 개인화된 지배구조의 강화: CJ그룹의 사례, 1997~2012년(김 동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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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태평양전쟁기 일본 戰時金融金庫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자금투융자구조와 실태(배 석 만)
⑧ CJ제일제당 글로벌 바이오 사업 성공과 창조형 사업 다각화 전략
(문 정 훈ㆍ정 한 나라ㆍ정 재 석ㆍ강 형 구ㆍ김 남 정ㆍ이 성 철)
64. 第27輯 第4號(通卷 64號) (2012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1960년대 일본에서 무역자유화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대립
– ｢특정산업진흥 임시조치법안｣의 입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여 인 만)
② 한국 대기업의 채용패턴 변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1980년대 이후 삼성ㆍ현대ㆍLGㆍSK 중심으로 –(류 동 희ㆍ이 종 구ㆍ김 홍 유)
③ 춘원당 한방병원의 성장역사와 성공요인(류 형 선ㆍ김 봉 현ㆍ양 성 국)
④ 일본의 어업침투와 권현망어업의 변천사(안 영 수ㆍ문 성 주)
⑤ 19~20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 기업가들: 주요 추세 및 특징(김 동 운)
⑥ 운곡 정인영 창업회장의 생애와 기업가정신(김 한 원)
⑦ 운곡 정인영 창업회장의 한국 경제 발전 기여도(박 영 렬)
65. 第28輯 第1號(通卷 65號) (2013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우정사업본부 경영사
– 우정사업의 변천과 고객만족 경영 추진을 중심으로 –(이 재 홍ㆍ박 운 용)
② 한일 대부업시장의 형성과정과 향후 정책적 과제(한 재 준ㆍ이 민 환)
③ 조선 토지 조사 사업에 관하여(김 봉 준ㆍ이 한 경)
④ 제주 MICE 산업의 역사적 고찰(홍 성 화ㆍ양 성 국ㆍ강 재 정)
⑤ 글로벌기업의 역사적 성장패턴에 관한 연구(김

신)

⑥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임 병 진 ․ 최 원 근)
⑦ 어시장의 사적변천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부산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
(김 청 열 ‧ 조 대 훈)
⑧ 금융공학의 역사적 고찰(손 판 도)
⑨ 세율 변화가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역사적 고찰(김 진 태ㆍ신 용 준)
⑩ 운곡(雲谷) 정인영 창업회장의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경영(최 종 태)
⑪ 운곡 정인영 창업회장시대 한라그룹의 성장과정(김 성 수)
⑫ 한라그룹의 창업자 운곡 정인영의 기업문화관(고 승 희)
⑬ 운곡 정인영 창업회장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남 명 수ㆍ김 의 철)
⑭ 제19차 해외학술탐사 및 국제학술대회– 동서양 문화의 융ㆍ복합시장 터키를 다녀와서 –
(이 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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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第28輯 第2號(通卷 66號) (2013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 주요 추세 및 특징, 2001~2011년(김 동 운)
② 내부노동시장과 기업별 노동조합의 발전사: – 조선맥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 용 철ㆍ임 상 훈)
③ 한국 대기업의 인재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1980년대 이후 삼성ㆍ현대ㆍLGㆍSK 중심으로 –(이 종 구ㆍ천 만 봉)
④ 한국 보험산업의 발전사적 고찰(김 종 원)
⑤ 아산 정주영, FDI 그리고 창조경제(조 재 호)
⑥ 소현세자빈 강씨(昭顯世子嬪 姜氏)의 생애와 기업가정신(양 성 국ㆍ김 봉 현)
⑦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 한일 양국의 사적 고찰을 통하여(노 희 진ㆍ김 인 선)
67. 第28輯 第3號(通卷 67號) (2013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기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찰(김 도 형ㆍ전 인 수)
② 안전문화와 안전리더십 연구: 포스코 사례(문 기 섭ㆍ장 영 철)
③ 인적자본에 대한 금융지원의 역사 – 학자금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 병 석ㆍ강 형 구)
④ 대기업 면접전형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시대별 비교ㆍ분석(이 종 구ㆍ김 병 기)
⑤ 오비맥주 80년 경영사 및 핵심역량 분석(문 정 훈ㆍ정 재 석)
⑥ 일본 카메라메이커들의 성쇠프로세스에 관한 사적고찰(임 외 석)
⑦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최 원 근ㆍ임 병 진)
⑧ 대한항공 정석 조중훈 회장의 기업 활동과 경영철학(김 모 란ㆍ박 정 숙)
68. 第28輯 第4號(通卷 68號) (2013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청암 박태준의 리더십 연구：포항공과대학교의 사례(김 영 헌ㆍ장 영 철)
② 남도 차(茶) 문화 경영의 역사성 및 현상적 재발견(정 서 경ㆍ조 용 석)
③ 파생금융상품 시장과 거래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과세방안 연구(정 유 석)
④ 항공산업의 역사적 고찰 및 향후 전망(양 재 필ㆍ박 상 범)
⑤ 기업 회계환경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고찰(신 용 준ㆍ황 성 수)
⑥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사적 고찰(김 광 윤)
⑦ 상호저축은행사에 대한 고찰(유 순 미)
⑧ 유니클로(UNIQLO) 야나이 다다시(YANAI TADASHI)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임 상 혁)
⑨ 歷史的 轉換期에서 본 美術館 웹사이트의 經營成果에 관한 硏究(박 찬 자ㆍ심 상 천)
⑩ 기업도입을 통한 전자교환기 생산과 투자조정(1972~80년)(이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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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第29輯 第1號(通卷 69號) (2015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시장지향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개념의 생성 및 정립, 차별화와 논쟁을 중심으로
(김 대 업ㆍ오 재 신ㆍ신 재 익ㆍ정 기 한)
②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현대사적 고찰(이 웅 호)
③ 항공기 부품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 신제품 창조성과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중심으로 –(김 성 엽ㆍ이 재 홍ㆍ박 운 용)
④ 종합금융회사의 설립 및 발전과 쇠퇴(김 대 호)
⑤ 이마트의 기업 활동과 경영전략(김 민 수ㆍ전 진 호)
⑥ 口述資料로 본 1950年代 綿紡織工場의 技能者 硏究(서 문 석)
⑦ 펀드시장 성장사 – 사건, 제도,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한 영 아ㆍ임 예 진ㆍ신 정 순)
⑧ 대우자동차의 흥망성쇠와 폴란드 신흥시장 개척 사례(권 오 현ㆍ권 오 정ㆍ김 진 수)
70. 第29輯 第2號(通卷 70號) (2015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대규모기업집단의 변천, 1987~2013년: 지정 연도 수 및 순위를 중심으로(김 동 운)
② 한국 모바일게임 산업의 성장사 연구(홍 진 환)
③ 戰時期 일본 기업경영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여 인 만)
④ 현대그룹의 의료서비스산업 진입과 성공요인
– 서울아산병원의 CEO리더십과 SHRD를 중심으로 –(이 근 환ㆍ김 윤 신ㆍ장 영 철)
⑤ 부존재 시장의 역사적 진출사례연구(김

신)

71. 第29輯 第3號(通卷 71號) (2014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일본 오우미상인 조직의 인재육성시스템에 관한 사적(史的)연구(임 외 석)
② 가상통화의 역사적 고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신 영 미ㆍ신 용 재)
③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발전과정과 최근 개정안에 대한 고찰(정 유 석)
④ 한국 종합상사의 생성논리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삼성물산의 생성과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신 장 철)
⑤ 1960년대 이전 면방직공장의 기능자 양성과정 연구(서 문 석)
72. 第29輯 第4號(通卷 72號) (2014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위대한 기업’을 추구한 창업가 정주영의 특성 및 역량: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김 화 영ㆍ안 연 식)
②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과정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국 쑤저우 굿아크 (Good-Ark)사의 사례를 중심으로(황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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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전통문화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연구(장 영 철ㆍ김 현 정ㆍ이 근 환)
④ 제너시스 BBQ 윤홍근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임 상 혁)
⑤ 일본 이세(伊勢)상인의 조직관리시스템에 관한 史的 고찰
– 에도시대 마츠자카 출신 상인들을 중심으로 –(임 외 석)
⑥ 사적고찰로 본 한ㆍ일 바다목장사업의 전개과정 및 향후과제(문 성 주)
⑦ 한국 공인회계사 제도의 발전사(안 상 봉)
⑧ 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관한 연구(신 용 준)
⑨ GS그룹의 소유구조, 2005~2013년(김 동 운)
⑩ 역사적으로 살펴 본 중국의 對한국 경영외교정책에 관한 연구(윤 덕 병)
73. 第30輯 第1號(通卷 73號) (2015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미국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천(백 광 기)
② 박승직 상점의 창업과 두산그룹의 성장요인으로서 박승직의 경영이념(고 종 식)
③ 한국기업의 국제인수합병 역사와 전략(박 영 렬ㆍ김 필 수)
④ 동아제약 80년 경영핵심역량분석(한 형 호)
⑤ 제도, 규범 그리고 반복되는 금융위기: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의 기원(구 형 건ㆍ박 정 숙ㆍ정 재 웅)
⑥ 국내 생수산업의 성장사 고찰(윤 동 현ㆍ이 병 희ㆍ왕 차 오)
⑦ 창조적 파괴 혹은 파괴적 창조:
대 침체와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 금융 혁신의 교훈(송 수 영)
⑧ 한국 PDA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관한 연구(박 덕 현ㆍ홍 진 환)
⑨ 산업화기(1960~70) 한국기업가정신과 유교(이 한 구)
74. 第30輯 第2號(通卷 74號) (2015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조선시대의 상업과 부보상 조직: 진주권역을 중심으로(김 달 곤ㆍ박 용 식ㆍ김 진 수)
② 1980년대 한국 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 연구: 정책의 입안과 조정과정을 중심으로
(이 상 철)
③ 대한민국 회계의 역사에 대한 고찰(김 승 회ㆍ배 기 수)
④ 한국 모바일 산업의 변천과정과 시대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이동통신 분야를 중심으로(채 영 일ㆍ이 종 구)
⑤ 한국 기업복지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박 길 태)
⑥ 한일국교정상화 이전 생산 설비의 도입(서 문 석ㆍ박 승 준)
⑦ 일본 산업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여 인 만)
⑧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역사(한 병 석ㆍ강 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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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第30輯 第3號(通卷 75號) (2015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SK텔레콤의 성장역사와 미래비전(박 준 범ㆍ강 성 민ㆍ정 상 욱)
② 우리나라 뮤지컬의 산업화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최 원 근ㆍ임 병 진)
③ 조선후기 어염업의 경영방식 연구 – 국영, 관영, 민영론을 중심으로(노 혜 경)
④ 1920~30년대 가정회계와 가계부 담론(한 형 성)
⑤ 상장기업의 자본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김 병 기ㆍ이 종 구)
⑥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장사: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김 수 연ㆍ백 유 진ㆍ박 영 렬)
⑦ 국외 전자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논의 발전과정과 최근 개정안 고찰(정 유 석)
76. 第30輯 第4號(通卷 76號) (2015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실학자 규남 하백원에 대한 경영학적 재조명(주 희 춘ㆍ최 경 주ㆍ모 영 현ㆍ박 성 수)
② 일본 이세(伊勢)상인의 경영혁신사례에 대한 史的 연구
– 에도시대 미츠이(三井)상가를 중심으로 –(임 외 석)
③ 민회빈의 경영실천에 대한 고찰(심 현 철)
④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황 준 성ㆍ배 수 진)
⑤ 독일 BMW의 한국시장 진출 역사와 전략(박 영 렬ㆍ김 필 수)
⑥ 개성공단 정보화 변천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심으로 –
(임 황 용ㆍ임 욱 빈ㆍ이 정 호)
⑦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 야나이 다다시(YANAI TADASHI)의 경영이념과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임 상 혁)
⑧ 리더십 유형과 감성지능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 현 호ㆍ이 흥 연ㆍ이 훈 영)
⑨ 1940년대 박흥식의 기업가 활동과 ‘조선비행기공업(주)’(정 안 기)
⑩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마이다스아이티(MIDASIT)’ 사례의 성공요인(김 현 정ㆍ제 원 우ㆍ장 영 철)
⑪ J. & P. Coats, the British Cotton Thread Making Company, in Brazil before
1945(Dong-Woon Kim)
⑫ 드러커와 미제스의 자유주의적 관점을 통해 본 ‘기능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확장된
가치사슬(문 근 찬)
⑬ 우리나라 공시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강 태 균ㆍ정 호 일)
77. 第31輯 第1號(通卷 77號) (2016年 4月 30日 發刊)
<論文>
①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에 대한 역사적 고찰(박 희 현ㆍ김 예 원ㆍ신 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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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경영우수모델의 역사적 고찰에 관한 연구(이 현 수ㆍ오 원 정)
③ 경영 승계와 상속세에 관한 연구(고 영 민ㆍ양 성 국)
④ 조선 후기 표해록에 대한 경영사적 고찰(조 영 석ㆍ박 송 춘)
78. 第31輯 第2號(通卷 78號) (2016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SK하이닉스의 성장역사와 생존전략(박 준 범ㆍ정 상 욱)
② 박문수의 기업적 생산체제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노 혜 경)
③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시사점(신 용 재ㆍ신 영 미)
④ 쿠쿠(CUCKOO)전자 구본학의 경영이념과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임 상 혁ㆍ임 병 준)
⑤ 세무사 자격제도 역사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김 진 태ㆍ서 정 화)
79. 第31輯 第3號(通卷 79號) (2016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일본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 이노베이션과 경영전략
– 고이토제작소(小糸製作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송 정 현)
② 중국기업의 임금제도 전환과 실태에 관한 연구(소 매ㆍ안 종 태)
③ 한국ㆍ미국 마케팅 논문의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00년~2016년 ‘IT’를 중심으로 –(이 준 관ㆍ김 형 재)
④ 세계 최장수 기업 곤고구미(金剛組)의 성립 배경에 관한 연구(이 다 운ㆍ안 윤 숙)
⑤ 1950년대 후반 면제품 수출을 둘러싼 한미 갈등(류 상 운)
80. 第31輯 第4號(通卷 80號) (2016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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