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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rand Portfolio Strategy of
AmorePacific Corporation
Hyo-Jin Eom*ㆍOak Song**ㆍYoung-Ryeo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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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unded in 1945, AmorePacific as a leading Korean cosmetic company has
pioneered in the regional market through continuous growth and innovation.
From a business historical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AmorePacific has entered overseas markets using branding strategies in
order to compete with other leading global cosmetics brands in the competitive
cosmetics industry. Throughout its business history, AmorePacific has constantly
focused on brand singularity and invested R&D for new product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to establish strong presence in the marketplace. The case
of AmorePacific has demonstrated how strategic brand portfolio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rket entries and subsequent expansions. AmorePacific
has managed brand portfolios depending on product categories and geodemographic segments with in-depth analyses of local markets and consumers.
Further, AmorePacific has differentiated its brands to fit with the sophisticated
and fragmented local markets. Industry leaders and followers in Korea may
acquire with the knowledge of the importance of branding when entering
overseas markets from the case of AmorePacific.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managerial implications to the companies which seek to extend their businesses
in foreign countries and ultimately to build into competitive global brands
using brand portfolios.
<Key Words> AmorePacific, brand portfolio, foreign market entry, global

cosmetics industry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Governance Design, Korea University, Leading Author.
** M.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Co-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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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o date, the global cosmetics market has grown stable and displayed its
ability to keep prosperous. In the cosmetics industry where the country-oforigin effect is more salient than in other industries has been dominated
by a small number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Choi, 2006). Tho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which originated from the North American and
European countries, have built on their market positions in the Asian
markets with the advantage of organic growth. Consequently, although the
global cosmetics markets seem to grow continuously, it would be less
favorable for newly established brands or local brands to enter into the
overseas markets because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already
established as leaders in the global cosmetics market. In this regard, late
movers in the competitive global markets have displayed different market
entry modes with brand portfolios in favor of its strategic appeals to
meaningful segments of consumers by adapting to customer’s needs and
tastes.
With the rise of the middle class consumers, continuous influx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as well as socio-cultural changes in the market,
Asian markets have been proven to be noticeably dynamic. Due to these
changes in Asian market characteristics, managerial rethink is required to
manage the complex consumers’ needs in the Asian markets. As Shankar,
Carpenter, and Krishnamurthi (1998) addressed, some business cases have
demonstrated remarkable successes using innovative late entries with brand
strategies. Although brand researchers have well-documented that a brand
as an intangible asset may contribute to the firm’s performance (e.g.,
Aacker, 2014; Ailawadi, Lehmann, & Neslin, 2003; Morgan & Rego, 2009),
limited studies have focused on brand portfolios when examining strategic
decisions on the market entry and expansion strategies.
In the research stream on brand portfolios, firms manage multiple brands
that are complimentary to one another by positioning each brand in the
targeted markets (e.g., Bayus & Putsis, 1999; Morgan & Rego, 2009).
Accordingly, firms decide to include or exclude brands depending on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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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ategories and geo-demographic segments. In the marketplace,
firms are required to respond to the needs for systematic growth of brands
with the brand portfolios, which increase the firm’s competitive advantages
by leveraging the strategic brands using an array of brand differentiators
such as branded feature, branded ingredient, branded technology, branded
service, and branded programs (e.g., Aacker, 2014). However, managing
complex and dynamic brand portfolios in global markets may pose a
serious challenge for firms (Nguyen, Zhang, & Calantone, 2018) due to the
proliferation of products, brands, and sub-brands (Aacker, 2004). Further,
building a brand in the overseas markets requires for firms to put
significant time and effort. Therefore, a historical review of business cases
may provide insights for managing multiple brands.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AmorePacific Corporation (henceforth AmorePacific) has
entered overseas markets using brand portfolios from the business historical
perspective.
AmorePacific has established the cosmetics busines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1945, AmorePacific has competed with well-known global cosmetics
brands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AmorePacific as a Korean
cosmetic company with over 30 brands in beauty and health product
categories such as skin care, makeup, fragrance, hair care, oral care, and
body care has been successful with its brand portfolios and the market
penetration strategy in overseas markets. In the cosmetics industry,
AmorePacific as a late mover has rapidly grow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by continuously seeking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hyper-competitive
overseas markets. With continuous efforts for global consumers, AmorePacific
achieved the 28th rank as 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y for year
2015 and the 16th rank for year 2017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made
by Forbes. Such an unprecedented success of AmorePacific is truly noteworthy
simply because it is extremely rare for Korean brands to make such a high
mark in the global market, especially in the ultra-competitive cosmetics
industry and for which is dominated by well-established, mostly western
global brands (Kim, Han, Jun, Kim, & Kim, 2013).
Since it is critical for cosmetics brands to adopt the right strategy to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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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overseas markets, the market entry case of AmorePacific in the
overseas markets may provide insightful implications to the late mover
companies in global markets. Due to such an exploratory nature of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hose an approach by means of a case study
about AmorePacific focusing on historical aspects in the cosmetic markets
throughout its business history. Although empirical works on the brand
portfolio phenomenon may provide useful applications and insights,
limit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using the case study method. Thu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AmorePacific has implemented brand
portfolios to enter overseas markets and to maximize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s by analyzing the evolution of the AmorePacific’s brands
and their global presence from its business history.

Ⅱ. Market Expansion History of AmorePacific Corporation
1. Overseas Market Entry History
Recorded as the first case of the overseas cooperation in the Korean
cosmetics industry, AmorePacific introduced an advanced technology adopted
from France in 1959. Since then, it continued to establish overseas
branches or subsidiaries and started to operate its business in the overseas
markets. At the early stage, AmorePacific initiated a localization strategy to
enter overseas markets by building local manufacturing facilities (Luo,
2002). From the early 1990s, in pursuit of a global strategy, AmorePacific
established a French subsidiary in 1990 for leading the overseas direct
production and sales. In 1992, AmorePacific considered the Chinese market
as an alternative market to the saturated domestic market and entered the
market earlier than other global competitors. The company renamed the
company name to Taepyeongyang Corporation in 1993 and has continued
to grow by establishing a manufacturing plant in Shenyang in 1994. After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the Shenyang factory for the Chinese
consumers, the company launched other brands, LANEIGE in 1994, Etude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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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in 1995, etc. After President Kyung-Bae Suh inaugurated in 1997, it
has focused on the competence in the cosmetics business at the group
level to strengthen its corporate identity. The flagship brand, Sulwhasoo, a
herbal cosmetics brand, launched in 1997 and did Innisfree in 2000.
<Table 1> The History and Growth of AmorePacific
Year

Event

1945

Established Taepyeongyang (i.e., the origin of AmorePacific)

1959

Entered into a technical partnership with France’s Coty company,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1964

Exported Korean cosmetics in overseas markets

1971

Established the Tokyo Branch

1972

Established the New York Branch

1977

Established the Frankfurt Branch

1982

Established the Hong Kong subsidiary

1987

Established the Los Angeles subsidiary

1990

Established a local corporation in France, the advanced international
market

1992

Established the China subsidiary

1993

Joint ventured with a Thailand company
Changed the company name to Taepyeongyang Corporation

1994

Joint ventured with a Malaysian company

1997

Introduced Lolita Lempicka Perfums in the domestic market

2000

Established the Amore Cosmetics Co., Ltd. in Shanghai

2002

Established the AmorePacific, Inc., in New York
Changed the English corporate name to AmorePacific

2004

Achieved overseas sales of US $120 million
Established the R&I (Research & Innovation) center

2007

Joined the UN Global Compact

2011

Sulwhasoo entered in China

2012

innisfree entered in China

2013

Etude House entered in China

- 9 -

｢경영사연구｣ 제35집 제1호(통권 93호)

2020. 2. 28, pp. 5~29.

Year

Event

2014

Established the AmorePacific Beauty Campus in Shanghai

2017

Moved its headquarter to Yongsan, Seoul

2018

Established AmorePacific Philippines

Source：AmorePacific Corporation website

As seen in <Table 1>, AmorePacific kept expanding its business with
multiple brands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from the 1990s to the 2010s
using subsidiaries or joint ventures. However, AmorePacific could not
achieve a noteworthy success from the overseas market until the late
1990s. With its consistent market analysis and the R&D investment, the
brands of AmorePacific have gained reputations in the Asian markets;
particularly, remarkable success in the Chinese market (see <Figure 1> and
<Figure 2>).
<Figure 1> AmorePacific Group Sales

Source：AmorePacific Corporation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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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morePacific Global Network

Source：AmorePacific Corporation website

2. Chinese Market Entry History
In 1980’s, many Korean companies have strived for seeking potential
market opportunities in overseas markets in response to the high
competitions in the domestic market. After opening up of the Chinese
market, the Chinese market was an attractive market for Korean cosmetic
companies as a production base with the low labor cost as well as a huge
potential consumer market. However, the market entry to the Chinese
market required a holistic strategic approach from the market environment
analysis to the marketing strategies for the local consumers. Regarding to
entry into the Chinese market, major concerns were how to build a high
quality image and how to strategically position the brand in the market
segmentations. To promote its consumer cosmetics products to the Chinese
consumers, AmorePacific has thoroughly investigated the local market
environments by regions in China and implemented different strategies
depending on product categories and geo-demographic segmen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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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hina opened up its market to foreign companies, global cosmetic
companies have entered the Chinese market. From the late 1980s, major
global companies such as Proctor & Gamble (P&G), L’Oréal, and other
MNCs entered into the Chinese market and achieved most of the market
shares from their domestic competitors using strong capital and marketing
power. P&G, Unilever, L’Oréal, and other global brands have already
occupied the oligopolistic positioning in the cosmetic product category.
The market expansion by global brands enriched the Chinese consumers’
needs and choices. Meanwhile, Asian based brands such as Shiseido and
AmorePacific have risen as competitors to the already established global
brands in the Chinese market.
Shanghai Jahwa has become a major competitor who competes with
major global brands in the Chinese market. Shanghai Jahwa has over 100
years’ history and has targeted at different needs of Chinese consumers
with its major brands including Liushen, Maxam, HERBORIST, VIVE, Soft
sense, GF, COCOOL, Jia An, etc. Among these brands, Shanghai Jahwa
launched Herborist in 1997 as a leading brand in the premium beauty
product market using its unique formula originating from an ancient
Chinese Royal family. Consequently, the competition among the Chinese
and global companies has become increasingly fierce. Furthermore, the
Chinese market has uniqu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may hinder
MNCs to implement a localization strategy without thorough market
analyses and cosmetic products are highly dependent on the local cultures
and consumer trends. Because of unique sociocultural factors and product
characteristics, a localization strategy has considered by AmorePacific
when entering the Chinese market to satisfy local consumer needs.
AmorePacific implemented localization with brand portfolios in two
different time periods based (in different regions) in China. Localization is
viewed as the degree of similarity to the management strategies of local
firms (Rosenzweig & Nohria, 1994), and the localization strategy is
beneficial for maximizing the marketing effect when taking the local
market conditions into consider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Chinese
market, AmorePacific chose three northeastern cities in China (She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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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chun, and Harbin) and implemented its localization strategy for the
local consumers based on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to Korea, affinities
in history and culture, and the cold and dry climatic environment. As
income was increasing, more and more Chinese consumers were purchasing
global, high-end, and premium cosmetics products. In addition, Shenyang,
as one of the fast growing cities in China, had a potential demand and
purchasing power of cosmetics.
In 1993, AmorePacific launched its local production in Shenyang as a
joint venture with Shenyang Boam Industrial Co., Ltd. and introduced its
skincare line products in response to the cold and dry climatic environment
in the northeast region. With such localization efforts, AmorePacific attempted
to position in the premium market for trendy and young female consumers
with upscale brands ‘Miro’, ‘Miura’, and ‘Mamonde’. However, due to the
weak national image of Korea in this period, the country-of-origin effect
of the products had negative effects on Mamonde’s sales. The unsuccessful
launch of Mamonde revealed that the quality of the product might not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Chinese consumers and that the
country’s image and the corporate reputation mattered significantly to the
consumers when they made a purchase decision.
After experiencing a failure in expanding its market in China with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market, AmorePacific reintroduced
its brands to the Chinese market with different strategies in 2000. In the
second stage of the market expansion in China, AmorePacific implemented
different strategies based on years of experience from the first entry an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market. Hallyu, also known collectively
as the Korean Wave, has considerable impacts on K-drama shows, K-pop
music, movies, fashion, but also beauty products. Leveraging on the Hallyu
trends, Korean beauty brands started to have the high brand recognition
and popularity in Asian markets such as in China, Hong Kong, Japan, and
Thailand. In particular, the Korean Wave contributed in forming of a
positive image and the preference toward “made-in-Korea” brands among
the Chinese consumers and in gaining the increased attention and trust in
Korean cosmetic products by the Chinese consumers. With thi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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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Pacific could expand with brand portfolios using strategically
implementing the localization strategy in the overseas markets. Moreover,
AmorePacific has employed a unique marketing strategy based on its vision to
be the “Asian Beauty Creator” in customers’ minds not only by commercializing
the beauty of the Korean culture and to capture international consumers’
needs but also by implementing localization of their products reflecting the
different spirit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in China when entering
the Chinese market.

Ⅲ. Brand Portfolios and Market Expansion
1. Brand Portfolio Strategy and Market Entry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a brand as an intangible asset has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to the firm’s performance (Ailawadi, Lehmann,
& Neslin, 2003; Morgan & Rego, 2009). Most global brand companies in
consumer markets have managed a set of different brands by allowing
them to position each brand in the minds of consumers with greater
advertising and management efficiency (Morgan & Rego, 2009). Related
research noted the importance of managing brand portfolios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s in global markets (Chailan, 2010; Dawar, 2004).
Dawar stated (2004, p. 34) ‘brands are not superstars but members of a
team’, indicating that managing brand portfolios is a critical element of
firms for development, growth, and risk management as well the firms’
strategies (Chailan, 2010; Slater & Olson, 2001).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a multi-brand system may include when a firm needs
to establish the different sources of competitiveness and how the firm can
position multiple brands in the markets for diverse consumers (e.g.,
Chailan, 2010).
In spite of varying applications of brand strategies employed by global
companies and prior literature which indicated several benefits associated
with brand portfolios, little studies have highlighted such intangible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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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assets on market positioning and market penetration to foreign
countries.
In the product-dominant architecture of the brand structure, firms have
predominantly introduced their brands into international markets that have
a strong domestic consumer base (Douglas, Craig, & Nijssen, 2001). Several
factors for the brand architecture in the product-dominant architecture are
addressed, such as the nature of the target markets, the cultural embeddedness
of the product, and the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Since international
markets are dynamic and continue to change and evolve, Douglas, Craig,
and Nijssen (2001) noted further that hybrid or mixed architectures were
identified since market drivers continuously influence the context in which
a firm’s brand structure evolves. Since a successful brand portfolio strategy
may enhance a company’s visibility and the market position of new
products underlying market dynamics, the brand portfolio strategy may
play a key role for companies to establish a strong presence in the overseas
markets. In this regard, a successful brand portfolio strategy with a solid
brand architecture is important for the sustainable market expansion and
growth in the overseas markets.
Previous research on brand portfolios suggested that brand companies
should manage multiple brands that are complimentary to one another to
establish stronger positioning of each brand in the targeted market (Bayus
& Putsis, 1999; Morgan & Rego, 2009). Most companies in the cosmetics
industry are operating more than one brand for different market segments.
In each category of products in the cosmetics market may have different
images, qualities, and products depending on the different levels of market
segmentations. When AmorePacific expanded its markets in Asia, it
implemented a brand portfolio strategy using multiple brands under a
group umbrella by completing its brand portfolios ranging from low-priced
to high-priced product lines to have a better suit for a wide range of
consumer demands in the local markets. Since cosmetic products are
widely recognized as essential consumer care products and reflect current
consumer demands, the cosmetics market has been segmented accordingly.
The current market segmentations in the global cosmetic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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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 different levels of competencies among global and domestic
brands. Similar to this trend, the consumer segments have been more
diversified based on age, income, professions, and regions. Moreover,
cultural endorsement in branding has gained considerable attentions from
practitioners when building a unique competitive advantage for brands in
saturated markets. In brand portfolios, each brand can be tailored for
different market segments based on the scale and scope of selling products
across those market segments.
With in-depth analyses of the market segments, brand portfolios of
AmorePacific were based on its brand singularity principle. To enter into
the segmented overseas markets, spanning high-end luxury, premium, and
mass-market categories, AmorePacific has taken into account the target
consumers’ concerns when developing ingredients for its brand’s products.
The premium market is competitive in terms of high quality and prestigious
image with global cosmetics brands while the mass market has been
formed with domestic products which have both affordable pricing and
functional image. To differentiate its products and to manage multiple
brands, AmorePacific has offered a wide range of skincare products with
various organic and herbal medical ingredients such as green tea, ginseng,
sacred lotus root, and bamboo extracts. Such product developments have
been aligned with its brand portfolios to build a strong brand concept and
identity for the newly entered market segment.

2. Brand Portfolios by AmorePacific’s Global Brands
AmorePacific has expanded its markets with its five main brands:
Sulwhasoo, LANEIGE, Mamonde, innisfree, and Etude House to compete
with global brands. AmorePacific’s five main brands hold their own
uniqueness by focusing on trends and consumer cultures for their targeted
market segments. Each brand maintains its own brand image and concept
by reinforcing singularity with outstanding products and exceptional
experiences for its own consumer base. With its successful management in
overseas markets, AmorePacific’s global business has a steadily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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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Pacific, 2018).
AmorePacific has expanded its markets with brand portfolios by entering
high-growth potential regions including the Middle East and Oceania. In
overseas business standpoints, it is important to increase internal efficiency
as well as to build external efficiency to face with new challenges in
market efficiency. Particularly, strong market presence of brands and
efficient management in retailing are critical in response to the mass
market trends with highly fashionable and trendy products as well as the
growing demands of the premium market among middle class consumers in
the emerging markets. By taking local market trends into account,
AmorePacific’s global business has established with its global brands to
encompass high-end luxury, premium, and mass-market product categories.
With its brand portfolios, AmorePacific has successfully positioned each
brand in the minds of consumers in the Asian market with its uniqueness
to build the base for the global market competition (see <Table 2>).
<Table 2> History of Global Market Expansion by Brands
Year

Sulwhasoo

LANEIGE

Mamonde

Etude

Shenyang
China

1993
2002

Hong Kong
China

2003

Singapore
Vietnam

2004

innisfree

Hong Kong

U.S. Canada
New
Zealand

2005

Taiwan

2006

Thailand
Malaysia

China

2007

Thailand

2008

Indonesia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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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EIGE

Mamonde

innisfree

Etude
Taiwan
Singapore

2009
2010

U.S.

Myanmar
Philippines

2011

China

Japan

2012

Singapore
Taiwan
Thailand

2013

Malaysia
Vietnam
Indonesia

2014
2015

Canada

China

Hong Kong

Indonesia

Hong Kong
India
Singapore

China

U.S.

Taiwan
Malaysia

Canada

Thailand
Vietnam
Thailand
Malaysia

2016
2017

2018

France

Singapore
Philippines
Australia
India

U.S.
Indonesia
Japan
Australia
Philippines

U.A.E.

Source：AmorePacific Corporation website

Mamonde was launched in 1991 as a brand that inspired feminine beauty
from images of flowers to offer a flower-inspired natural skincare and
make-up products. Known for a unique product feature based on its use of
floral extracts, Mamonde has targeted middle class consumers. In 1993,
AmorePacific introduced Mamonde with the name of ‘Miro’, and ‘Miura’ to
position in the Chinese market targeting trendy and young female
consumers. Since the weak national image of Korea at the time and the
country-of-origin effect, the products were affected negatively in its
performance in the Chinese market. Later, Mamonde expanded its consumer
base using home shopping and online channels to minimize its risk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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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its business in the overseas markets as well as to gain recognitions
from its targeted markets. After reentering the Chinese market in 2005,
Mamonde has operated many brick and mortar stores across the regions
with greater accessibilities and offered limited edition products for Chinese
consumers. Recently, Mamonde entered the U.S. market through partnership
with the biggest beauty retailer Ulta, a chain of personal care and beauty
stores, to be available in both in-store and online stores.
LANEIGE as one of the AmorePacific’s premium brands has promoted
lively, youthful skin since 1994. LANEIGE as a global premium brand has
devoted to offering a total solution for brilliant beauty and gained reputation
in more than 15 countries worldwide. AmorePacific has focused on multiple
dimensions of innovation in its product development such as LANEIGE with
the advanced “Water Science” technology and a cushion foundation product
for makeup product categories. In 2002, AmorePacific successfully entered
in the premium market with LANEIGE in Shanghai and Hong Kong. By
establishing a manufacturing factory in Shanghai, Shanghai has become a
strategic location for managing brands and products in China for AmorePacific. Furthermore, LANEIGE was the first to be introduced into the
Australian market by partnering with Sephora to merchandise its products
in nationwide stores located in Sydney, Melbourne, and Brisbane.
The flagship brand, Sulwhasoo, a Korean herbal medicine cosmetics
brand, launched in 1997 to represent holistic beauty from Asian wisdom
with an image of winter blossom springing forth in the snow. With its core
philosophy for a desire to find harmony and balance, the research team of
the Sulwhasoo has devoted more than half a century to research ginseng
which is the core ingredient of Sulwhasoo products to provide quality
products for comprehensive skin solutions. The iconic and best-selling
Sulwhasoo products are designed with a holistic approach by combining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with the most advanced bio-technology.
Sulwhasoo as a luxury brand offering high-end cosmetic products first
launched in the Chinese market in 2011 contracting with Beijing’s Parkson
Department Store to position in the premium cosmetics market. In particular,
the premium cosmetics market in China has rapidly grown with the sus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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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growth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individual income.
With its popularity to Chinese consumers for superior herbal medicinal
products, it is currently available in more than 27 high-end department
stores in Beijing, Shanghai,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in China. Kang et
al. (2014) mentioned that Sulwhasoo as an exemplary case that demonstrates
how a firm can utilize its resources from the convergence of the history,
art, and other cultural assets.
Etude House was introduced in 1985 as Korea’s first specialized makeup
brand by creating an image of girlish and playful products. As AmorePacific
has positioned with stable growth in major overseas markets such as China
and South East Asia, AmorePacific approached a similar way to enter new
markets by assessing regional feasibility. The entry into the Middle East
starts with the launch of Etude House as the leading global brand to target
for young makeup market. In 2016, AmorePacific successfully contracted a
partnership agreement with Alshaya Group, the largest retailer in the
Middle East. When the first Etude House store in the Middle East opened in
the Dubai’s biggest shopping mall (i.e., The Dubai Mall) in 2018, customers
had shown great interest in Etude House, the trendy and playful image and
its unique products. After opening the first store in Dubai, Etude House
tries to open its second Middle Eastern store in The Avenues Mall (i.e., the
largest shopping mall in Kuwait).
In 2000, AmorePacific introduced innisfree as the first naturalism cosmetics
brand for consumers in their 20s at affordable prices. To differentiate from
other global brands such as Aveda and Origins, the concept of innisfree
was created by a deep respect for the nature of Jeju (i.e., beautiful island
in Korea). Along with the popularity of natural and organic products in the
cosmetics industry, innisfree offers a wide range of affordable natural
skincare products targeted young adult consumers. In 2012, innisfree was
introduced in China using the online retail channel and opened its first
flagship store in Shanghai. In 2015, innisfree has continued expansions of
its operations by opening its first store in Vietnam. To strengthen its
presence in the western markets, AmorePacific started to offer innisfree
products with its naturally-derived and responsibly-selected ingredie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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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in 2017. For its strong growth in the Asian and ASEAN
markets, AmorePacific plans to complete the Malaysian production plant
by 2020.

Ⅳ. Discussion
Throughout its business history, AmorePacific has striven to overcome its
critical disadvantages in the past and enhanced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by developing core competencies on multiple brands with
innovative products that meet the needs of the local consumers. When
positioning its brands in Asian markets, AmorePacific strategically launched
its premium brands Sulwhasoo and LANEIGE in Hong Kong to position
them in luxury and premium markets, while the company chose China and
Indonesian countries for Mamonde, innisfree, and Etude House to target
mass markets.
AmorePacific placed its brands in different retail formats such as
department stores, local retailers, and online store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brands and target consumers. Furthermore, leveraging the Korean
Wave trends for its brand communication with local consumers, AmorePacific
effectively casted Korean actresses to utilize the recent “K-beauty” trend
(Kim & Hong, 2017). The Korean celebrities and the rise of the Korean
Wave have assisted that AmorePacific’s brands gain the initial recognition
in the global cosmetics market. AmorePacific has utilized such Korean
Wave as a commodification of Korean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in the
Asian consumer market. With such efforts, AmorePacific with its multiple
brand portfolios could encompass high-end luxury, premium, and mass
markets in the global cosmetics industry and position each brand in the
minds of Asian consumers using the different positioning strategy based on
the image of each brand.
More importantly, in the current global luxury market, new luxury brands
consumption patterns have appeared with the growing middle class. With
the growth of the middle class in global markets, several studi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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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ed that luxury brand markets did not diminish although the recent
economic recession impacted the world economy as well as household
consumption (Nunes, Drèze, & Han, 2011; Hill, Rodeheffer, Durante,
Griskevicius, & White, 2012). Mid-priced luxury brands offer less expensive
luxury products with exclusive quality by making consumers enjoy the
perceived prestige as well (Truong, McColl, & Kitchen, 2009). With such
consumer demands in the premium mass markets, cosmetics markets have
segmented based on different consumer demands, and the most premium
cosmetics market have established 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the mass
market has led by multi brand shops or online retailers. Subsequently, the
establishment of an individual brand image for its targeted segment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order to have strong presence and recognition
in such premium mass markets.
Besides these changes in the market demands, online retailing has
dramatically changed the retail management and distribution channels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online distribution channels. Following such
trends in the retailing environment of the cosmetics market, retailers offer
selective brand products to the specific needs of chosen customer segments
such as Sephora or Ulta, both beauty products retailers. Such retailers may
give cosmetics brands an opportunity to seek new partnerships with
national chains in the overseas markets for the greater accessibility of the
products in the local market. Das and Teng (2000) suggested different
motivations for strategic alliances based on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Brand companies may want to access partners’ resources or enhance
their own resources through such alliances. Most importantly, as previous
studies suggest, the order-of-entry effect may be weaker in on-line retailing
(Nikolaeva, 2005). Subsequently, partnership with global or domestic retailers
may render the order-of-entry effect weaker.
In summary, AmorePacific ha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brand
positioning in different market segments by understanding the local market
trends and consumers’ needs to build a strong brand image and reputation.
Since AmorePacific was a late comer in the global cosmetics market, the
company introduced its brands in the overseas markets by taking the local
- 22 -

Hyo Jin EomㆍOak SongㆍYoung-Ryeol Park

Global Brand Portfolio Strategy of AmorePacific Corporation

consumers’ demands into account in different time periods to overcome
entry barriers and to respond to the market changes.

Ⅴ. Conclusion
In the history of the cosmetic industry, few local cosmetic companies in
Asia were able to enter the competitive global markets due to the relatively
unfavorable environments in the overseas market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AmorePacific has differentiated themselves from competitors with
respect to market conditions in terms of market entry and expansion using
brand portfolios to compete with globally prestigious brands. The historical
review of AmorePacific revealed that it may require for the firm to focus
on localization as well as strategic brand portfolios to build strong market
presence when entering its business in other countries.
For an academic standpoin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with
a useful framework to understand brand portfolios as a late comer strategy.
Related research on market entry and expansion strategies indicated that
most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cosmetics industry have implemented
a home region-based strategy rather than a global strategy using similarities
among geographic groups (Oh & Rugman, 2007). Dissimilar to the traditional
approach in market entry, AmorePacific has kept strengthening its images
of multiple brands, innovating products and business practices, and enhancing
distribution capacities. Since brand portfolios may destroy economies of
scale with the fragmentation of marketing resources (Hill, Ettenson, &
Tyson, 2005), AmorePacific strived to differentiate its product category
from the existing product category to fit the needs of the sophisticated
consumers and positioned the brands using strategic retail management to
increas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Although AmorePacific has provided
a sense of inspiration to industry leaders and followers, it has not yet
gained significant recognition for its brand portfolio strategy from academia
or international scholars.
For the practical implication, in the cosmetics industry, later c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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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 to follow strategies from the practices of the leading companies and
their brands (Tournois, 2014). The cosmetics market has become more
dynamic with new brand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from emerging
economies which compete with Korean brands. To respond market changes,
AmorePacific has implemented strategic brand portfolios in the overseas
markets with in-depth analyses of local markets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in order to overcome its weakness in brand image and reputation. In
extending products or brands into multiple product categories and market
segments, the brand portfolio strategy has become as a strategic brand
application for which companies are becoming affiliated with different
product categories using multiple brands with effective marketing capability.
Additionally, although it is better for firms to have its own outlets in order
to control its sales, it may required to rely on third party retailers such as
Sephora or Mecca to increase brand and product visibility in local markets
when the brand awareness is low for local consumers. Thus, the historical
review of AmorePacific’s case provides insightful implications for the
related business or industries.
There are limitations in our studies that we hope to address for the
future research. Although our findings from the historical review of AmorePacific may not be easily generalized to other business or industry contexts,
its market entry and expansion by examining the brand portfolio management may provide some important managerial implications. The branding
case of AmorePacific ha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strategic brand
portfolios that market followers may choose when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and evolv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Particular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uccessful brand portfolio strategy may be better to meet
the market demands and produce innovative products to differentiate its
product offerings for the local consumers. By expressing the Asian cultural
identity through its brands and promoting the Asian image of beauty
successfully, AmorePacific has inspired entrepreneurs in the cosmetics and
beauty industry. In sum, this study provides insightful implications on a
strategic rethink of innovations such as branding, product development,
and retail management for the companies that seek to extend thei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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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overseas markets and ultimately to establish a competitive global
brand.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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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논문은 1945년 창립한 이래로 지난 70년간 아모레퍼시픽 기업이 화장품 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통하여 글로벌 브랜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기업의 해
외 시장 진출의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모레퍼시픽은 주요 글로벌 브랜드
와 경쟁하기 위하여 브랜드 다각화 및 상품 차별화를 통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하였
다. 이에 후발 기업(late mover)으로서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브랜드 포트폴
리오 전략을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브랜드의 성장 과정과 사례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
였다. 아모레퍼시픽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브랜드 특이성에 중점을 둔 브랜드 구축 및
신제품 개발과 차별화를 위해 R&D에 투자하여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였다. 특
히,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입 및 마케팅 활동을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측면을 고찰하였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입 및 상품 차별
화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경영사연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를 토대로 본 논문은 향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통한 해외 시
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포트폴리오, 해외 시장 진출, 화장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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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의 발전과정*
- 교섭당사자와 교섭방식을 중심으로 1)

조현민**ㆍ임상훈***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면방직업에서 나타난 초기업 교섭의 발전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초기업 교섭을 실
행하고 있는 면방직업의 사례를 선택하였으며 특히 환경결정론에 따른 기존 주장으로 설
명하기 어려운 해방 후부터 1971년까지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의 발전을 4시기로 구분하였다. 첫째, 태동기는
해방 이후부터 1948년의 시기로 대규모 공장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쟁의에 관해 총연맹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초기업 교섭이 나타난 시기였다. 둘째, 시도기에서 기업별노조를 회원
으로 하는 산별연맹이 총연맹을 대신하여 공동교섭에 참여하였고 산업 차원의 임금 및 근
로조건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강화기는 산별노조체제가 법적으로 강제되었지만 지
부별교섭이 대각선 교섭으로 진화되었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제도화기는 1967년 업종
별 통일교섭이 이루어지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한 시기이다.
연구 결과 면방직업에서 초기업 교섭은 해방 이후 1960년대에 걸쳐 외부환경의 변화
에 대응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태동기에
전평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 충족을 위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미군정이 수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지부의 쟁의해결 과정에 개입하면서 초기업 교섭을 태동시켰다. 시도기의
경우, 전평이 불법화 되고 대한노총이 총연맹으로 독주하는 와중에 기업별 교섭이 초기업
교섭을 대체하는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면방직업에서는 노사가 초기업 교섭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역사적 연구가 부족했던 한국 초기업 교섭의 발전과정을 고찰하면서
제반 조건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면방직업 노사가 지속적으로 초기업 교섭을 전략적으
로 선택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향후 초기업 교섭구조가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가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조현민(2019)의 박사학위논문 「이중노동시장의 형성과 초기업교섭의 발전에 관한 연
구」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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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방이후 한국의 단체교섭 구조는 기업별 교섭구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국
제비교 노사관계의 관점에서도 지배적인 교섭구조는 기업별 교섭구조라는 연구들이 주
류를 이루어 왔다(송호근, 1991; 윤진호, 1998; 김정한, 2005). 그런데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기업별 교섭구조가 현재 노사관계의 제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초기업 수준의 교섭이 이에 대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이주희, 2004;
배규식 외, 2008; 이창근 외, 2017). 초기업 교섭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저성장 경제상황과 맞물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
서 더욱 주목 받았다. 그러나 당위적인 측면에서 초기업 교섭이나 산별노조 건설에 대
한 많은 주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초기업 교섭의 사례를 깊
이 있게 탐색하거나 형성과정을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구와 달리 초기업 교섭을 지원하는 장인제도나 횡단적 노동시장, 중앙
집권적 노사단체 등 제반 여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면방직업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초기업 교섭의 양태와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초기업 교섭은 “하나
의 기업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벌어지는 노사간 상호작용의 규칙화된 유형”으로 정의되
었다(Bean, 1994). 본 연구는 한국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의 발전과정을 태동기, 시도
기, 강화기, 제도화기 등 네 시기로 구분하였고 최근의 초기업 교섭 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교섭당사자1)와 교섭방식2)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였다.3) 면방직업에서 나타난 초
기업 교섭 사례연구는 해방 후부터 1971년까지 25여년의 시기를 포괄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를 위해 1차와 2차 문헌, 그리고 인터뷰 자료를 대상으로 한 질
적연구방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ㆍ정치적 환경과 법ㆍ제도적 환
경을 분석하고 노사 주체의 전략적 선택을 탐색하기 위해 대한방직협회의 간행물, 노
동조합 간행물, 관련 기업의 사사, 각종 통계자료 등 1차 문헌과 신문기사 및 연구서적
등 2차 문헌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당시 활동하였던 노동조합 위원장과 여성, 남성 노
동자들을 인터뷰를 통해 빈약한 사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한편, 1, 2차 문헌
1)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법적
인 개념으로 많이 쓰인다. 본 연구는 노동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의 역사를 탐색하고 있어 이보다
는 넓은 의미로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로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 또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다.
2) 교섭방식은 교섭이 이루어지는 하나 이상의 수준(level), 단체협약의 적용범위(extent 또는 coverage),
교섭사항(scope of bargaining)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Bean, 1994).
3) 네 시기별 구분은 조현민ㆍ임상훈(2019) 논문에서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약술한 바 있다. 이 논
문은 교섭당사자와 교섭방식에 주목하여 상세하게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였다.

조현민ㆍ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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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인터뷰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삼자분석(triangulation) 기법을
활용하였다.

Ⅱ. 한국 초기업 교섭의 발전 과정
1. 초기업 교섭 태동기(1945년~1948년)
1) 국가수준 총연맹의 결성과 초기업 교섭 당사자 등장
1945년 해방 직후 결성된 국가수준 총연맹체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
이 산별노조 대신 초기업 교섭의 실질적 당사자로 등장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노동운
동 활동가들은 산발적으로 결성된 사업장별 노동조합을 규합하여 전국적 노동단체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1945년 9월 25일에 노동운동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 모임을 개최하여 노동조합을 밑으로부터 조직함과 동시에 위로부터도 조직하기
로 합의하였다(박영기ㆍ김정한, 2004). 금속, 화학, 출판, 섬유, 토건, 교통ㆍ운수, 식
료품, 철도, 연료ㆍ피복 등 노조 대표 51명으로 구성된 대표자대회는 준비위원을 선정
하여 ‘전평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준비위원회는 서무부, 선전부, 조직부, 총무부,
조사부 등의 부서를 조직하는 한편 각 지방에 조직 활동가들을 파견하여 지방 정세를
조사하고 기존 노동조합들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규합하였다. 준비위원회 활동을 통
해 산별 단일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했는데 11월 4일까지 광산, 금속, 철도, 교통운
수, 섬유, 해운항만, 합동노조 등이 결성되었으며, 이들 산하 분회 수는 1,194개였다
(박영기ㆍ김정한, 2004).
면방직업의 경우 기존 존재하였던 방직노조4)는 1945년 11월 5일 전평 결성과 더불
어 단일 산별노조인 ‘섬유노조’로 전환되었다. 전평의 조직체계에 따라 섬유노조는 서
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평양 등 11개 지역에 지부조직을 두었다. 지부 아래
에는 각 기업에 분회와 반을 두었다.
전평은 산별노조체제를 기반으로 교섭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전평의 활동과 초기업 교
섭에 관한 논의에서 전평을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
다.5) 다수의 견해(박영기ㆍ김정한, 2004; 임송자, 2004; 유혜경, 2008; 김윤환ㆍ김낙
4) 한국 면방직업 노동조합은 전평 결성 이전에는 방직노조로 명명되었다. 1945년 9월 기준 방직노
조는 13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21개 지방조직에 3만 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있었다(한국
노총, 1979).
5) 이러한 논쟁의 이면에는 전평의 짧은 생애가 작동한다. 전평은 초기에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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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982)는 전평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수의견으로 전평
을 조선공산당의 주변조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조순경ㆍ이숙진, 1995)이 있
다. 본 연구는 다수의 견해를 받아들여 전평을 단체교섭의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전평이 좌익정치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의 요구조건과 능동적인 활동에도 주목하여 전평이 초기업 교섭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대항하여 교섭을 실시하려는 노력을 면방직업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총연맹의 개입과 사용자 단체 없는 공동교섭
면방직업에서 초기업 교섭은 총연맹인 전평이 공동교섭에 참여하는 양태로 태동하였
다. 그 대표적 사례로 1946년 메이데이를 전후하여 나타난 동양방적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초기업 교섭에 노동자 측 당사자로 전평과 동양방적 노조(산별지부)가 함께
임했고, 사용자 측으로는 동양방적 관리인이 나서는 한편, 미 군정청 노동국이 사용자
와 중재자로 협상에 참여하였다(박영기ㆍ김정한, 2004).
동양방적 노동쟁의 및 단체교섭의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전평 섬유노조 동양방적
인천공장 분회는 1946년 5월 26일 직공 800명이 외출자유와 기숙사내 이동의 자유,
최저임금인상, 후생시설확충 등의 요구조건을 사측에 제출하여 노동쟁의를 실행하였
다. 이에 대해 미군정 섬유과장 샤태트는 “전평의 지시를 받는데 대해 승인할 수 없으
니 노조의 재조직과 간부명단을 제출하라”고 탄압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5월 31일 미
군정의 귀속업체 경영권 주관자인 상무부장 존슨, 상무부 노동국장 워크, 노동고문보좌
역 할로웨이 등이 분쟁 해결을 위해 노조와 정식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군
정은 전평을 정식교섭단체로 인정하였다(노동자 신문, 1946.6.13.).
당시 미군정의 정책은 전평에 대해 일관적인 배제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던 것은 아니
었다. 미군정은 실리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대표성을 가진 노동조합을 육성하면서 예전
소유자들을 쫓아낸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 공장을 제대로 조업할 아무 계획도 갖지 않
은 무책임한 선동가들을 솎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Cumings, B., 1984). 방한 중
이던 미국 전시노동위원회 노동관계 전문가 역시 노조 측과 면담에서 전평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고 두둔하였다. 또한 그는 군정당국이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
자 문제는 중앙노동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하며 조합 측에서 제시한 그 밖의
요구는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일련의 활동은 동양방적 회사 측으로 하여금 전평의 요구사항에 대해 교섭 당사자로
와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하였으나 1946년 9월 총파업 이후 정치투쟁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후 찬탁투쟁의 불리한 상황과 사회주의국가건설이라는 목표가 미군정
과 이승만에게 탄압받으며 와해되었다(노진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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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군정의 개입은 동양방적 파업이 노동자들의 일
상적인 문제에 대한 요구와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는 범위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가
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조순경ㆍ이숙진, 1995).
1946년에 나타난 동양방적 노동쟁의에서 나타난 교섭은 전평과 기업지부가 개별 사
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공동교섭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전
평의 총파업 이후 당초 약속과 달리 전평이 아닌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하 대한노
총) 계열 노동조합을 종업원의 합법적 대표조직으로 인정하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이에
전평은 초기업 교섭의 태동 과정에서 짧은 기간 역할을 하였을 뿐 지속적인 주체로서
초기업 교섭을 체계화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의 총연맹이 개입하
는 방식의 초기업 교섭의 양태는 전평 산하의 면방직업 산별노조가 축소되고 대한노총
산하 면방직업의 기업별 노조가 늘어나면서도 그 기틀이 유지되었다.6)
미군정 시기에는 면방직업 사용자들이 조직한 단체는 초기업 교섭의 당사자로 역할
을 수행하지 않았다. 해방이전 경성방직, 종연방직, 동양방적, 조선방직 등7)은 1940년
2월 설립된 일제강점기 전시체제하의 면직물 통제기관인 ‘조선방직공업조합’의 구성원
이었고, 이 조합은 해방 이후 조직된 조선방직협회의 전사였다(배성준, 1998). 해방 이
후 방직업 사업자들이 단체를 재조직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원면 확보의 어려움 속
에서 미군정의 일방적 시책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면방직업자들은 GARIOA원조원
면 도입을 기점으로 1947년 4월 대한방직협회(이하 방협)8)을 결성하였다. 방협은 경
성방직의 김용완 사장과 일제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각 공장의 간부로 남아있던 최광
원(동양방적공사 이사장), 김균병(조선방직공사 상임이사), 송영수(경성방직주식회사 영
업과장)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방협은 미군정기 동안 원면 및 기료품의 수급대
책과 군정의 방직공업시책에 대한 의견 반영, 면, 사포 통제정책에 대한 업계의 참여
등 공동관심사 해결을 위한 면방직업의 사업자 단체로서 활동하였을 뿐 사용자단체로
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6) 방직산업은 1947년 9월 기준 전체 노동조합원 154,533명 중 남성 13,568명, 여성 27,935명으로
총 41,503명을 차지하고 있어 당시 전체 노동조합원 중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매
우 컸다. 그리고 인천 동양방적, 영등포 종연방직, 광주 종연방직, 동양제사(명칭은 1947년 기준)
등에서 나타난 격렬한 쟁의투쟁 등에서 초기업 교섭의 양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노
총, 1979).
7) 종연방직은 해방 이후 전남방직, 일신방직, 태창방직으로 분할 적산불하ㆍ조선방식 부산공장은 조
선방직공업주식회사(1955.10)로, 대구분공장은 내외방적주식회사(1955.9)로 불하되었음. 대한방
직은 군시방적 대구공장이 1949.11에 조선방직 대구공장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가 1955.5 대한
방직으로 불하되었음. 동양방적은 해방이후 동양방직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운영되었음.
8) ‘대한방직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협회 회원사의 권익 및 복리 향상과 한국 면방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목적으로 하였다. 1947년 4월 2일 ‘조선방직협회’로 설립하였으나, 1948년 8월 ‘대한방직협
회’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현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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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업 교섭 시도기(1948년~1950년대)
1) 국가수준 총연맹의 교체와 초기업 교섭의 주체 변화
1948년 전평이 불법화된 이후 대한노총이 국가수준 총연맹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산
하 산별연맹이 초기업 교섭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면방직업노사관계는 전평의 불법화
이후 전평과 대한노총 간 충돌은 있었으나 사용자와 대한노총의 결탁으로 노조 지도부
는 빠르게 교체되어 갔다(박영기ㆍ김정한, 2004; 한국섬유유통노동조합, 2002). 이후
대한노총은 산업별로 노동조합전국위원회를 조직하여 총연맹 관할에 두는 조항을 신설
함으로써 산별연맹 중심체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이유는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대한노총 지도부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업별 노조를 지역별로
조직화하기보다 기업별 노조를 산업별로 조직화 하는 것이 조합원 사이의 동질성을 높
이고 경제 지향적 노동조합운동을 위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국섬유유통노동조합, 2002). 이에 1949년 3월 개최된 대한노총 제3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산업별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약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
노총은 지역조직과 산별연맹을 주축으로 하는 이원체제를 가지게 되었다(송종래, 2004).
면방직업의 노조조직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한노총 산하에 산별연맹으
로서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이하 섬유연맹)”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전국 섬유산업
전체 노조를 포괄하는 전국조직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1952년 11월 대한노총 전국대회
직후에 시작되었다. 1953년 3월 기업별 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이 공포된
이듬해 1954년 2월 조선방직, 동양방직, 전남방직 등의 기업별 노조 위원장들이 주동
이 되어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후 섬유연맹에 가입한 단위조직은 16개(이중 방직업체
는 13개)이며 조합원수는 18,000명 정도였다(한국섬유유통연맹, 2002).
섬유연맹은 설립대회 당시 노동자의 복리와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 발전, 균등
사회를 강령으로 채택하였으며, 대구 내외방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쟁의를 적극지원하
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설립당시 대한노총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으며 노동
자 조직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산별연맹이 기업별 노조들의
연합체로서 산하 회원들의 경제적 이해달성을 위해 상급단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산별연맹의 개입과 사용자 조직화 속 공동교섭
섬유연맹은 1950년대 중반까지 개별 기업의 교섭과 쟁의행위를 지원하되 총연맹 후
원을 받는 양태를 보였으나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독자적으로 산업과 업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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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과 표준화에 치중하여 교섭에 개입하는 모습을 띠었
다. 이로써 섬유연맹은 국가수준 총연맹인 대한노총을 대신하여 초기업 교섭의 주체로
산하 기업별노조와 공동교섭을 진행하였다.9)
전자의 대표적 사례는 1954년 내외방직 교섭이었다. 섬유연맹은 소속간부를 파견하
여 내외방직 기업별지부와 함께 사측을 대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10월 시작된
쟁의는 섬유연맹의 공식적인 지원이 나타나는 첫 쟁의행위였다. 노조의 임금 60%의
인상 주장에 대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심화되자 연맹차원에서 사무국장을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수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섬유연맹의 개입으로 임금인상 40%에 합
의가 도출되었다(송종래, 2004; 371-4).
그러나 사용자는 쟁의가 종결 된 지 1주일 후 노조위원장을 해고 처분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노조는 12월 4일 파업을 단행하였으나 사용자는 기숙 사원과 일반 종업원에
게 급식을 단절하고 혹한에 난방 공급을 중지하는 등 탄압을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연
맹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내외방직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전 연맹원이 궐기하여
내외방직 쟁의를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1955년 3월 15일 내외방직 노동자
37명이 해고 되었는데 이에 대해 섬유연맹은 기업별 노조를 대신하여 1955년 4월 1
일에 개최된 대한노총 전국대의원대회에 호소문을 제출하고 총연맹의 지원을 요청하였
다(한국유통섬유노동조합, 2002).
1950년대 후반 섬유연맹은 총연맹의 지침이나 지도와 독립적으로 산업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 표준화와 개선 요구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958년 섬유연맹은 면방 대기업
등 전국 36개 업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50%의 임률 인상을 요구하였다(한국유통섬유노
동조합, 2002, 241-2). 그리고 1959년 섬유연맹은 방직공장 노동자들의 과중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쟁의를 제기
하였다. 이는 방직공장 노동자들의 과중노동과 저임금에 대해서 형성된 사회적이고 국
제적인 비판을 활용하여 산업수준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구체화 하였던 것이다.
1959년 2월에 섬유연맹은 “8시간 노동의 엄수, 현재의 임금수준을 인하하지 말 것”
을 요구하는 쟁의 조직화에 실패하였으나 9월에 다시 시도하였다. 그리고 섬유연맹은
산하 기업별 노조에 대해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요구하는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는 10월
집단적 협약 체결로 귀결되었다(한국유통섬유노동조합, 2002, 243-4). 이는 개별 사업
장에 맡겨두었던 문제들에 대해 산업수준의 섬유연맹이 해결책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9) 전쟁 중 발생하였던 조선방직 교섭과 쟁의(’51~’52년)는 대한노총이 교섭에 참가하고 노총위원장
이 쟁의를 주도할 정도로 매우 큰 사건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국가수준 총연맹이 기업별교섭이나
쟁의행의에 개입하는 시대가 머물러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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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기 면방직업에서 나타나는 초기업 교섭의 특징은 방협이 사용자 단체로서 기능
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방협은 면방직업 내 원료와 시설의 독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전체 면방직물 생산의 97%를 차지하는 면방대기업들이 모두 가
입해 있어 산업 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 당시 면방직업 생산물
시장은 소비과잉 상태로 생산 즉시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대한방직협회, 1957).
이에 면방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원료에 대한 정부의 독점지원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
극대화로 이어졌다.
방협 및 회원사인 면방 대기업에게 있어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은 한마디로 재앙
이었다. 파업은 3개월로 맞추어진 생산과 판매수익의 회수와 원면대금의 상환에 차질
을 가져와 기업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대한방직협회, 1997).
이에 방협과 면방대기업은 노사관계 문제에 있어 노동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공
들의 임금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세력화된 불만이 파업으로 표출되
는 상황은 막아야 하였다. 이 시기 방협은 본격적으로 노사관계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
았으나, 동일 지역 내 공장장들이 정기적 모임을 가지며 지역 내 임금을 담합하거나,
경력직 여공의 취업을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대한방직협회, 1957; 인터뷰 김**,
2018).

3. 초기업 교섭 강화기(1961년~1965년)
1) 강제된 산별노조체제의 출현과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
한국 초기업 교섭은 산별노조 법제화와 동시에 발족한 한국노총의 등장으로 인해 강
화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은 그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노동
쟁의를 금지시켰으며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산하였다. 이후 군사정권은 노동조합
에 대해 “군소 노조의 난립보다는 전국 단일 산별노조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대한노
총 산하 조직의 간부 9명을 지명하고 곧바로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를 발족시
켰다. 이로써 강제된 산별노조체제가 출현하였고 한국노총이 출범하였다.
1961년 8월 6일 섬유노조재건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재건조직위원회는 지부설
립조직책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하였는데 그 수는 24개로 업종별로 면방 17개, 생사 2
개와 지역조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청주, 강경 5개였다. 지부가 결정된 이후 8월 10
일에는 ‘전국섬유노조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결성대회 기준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결성대회 참석 대의원의 비율이 결정되었는데 각 사업장 별로 500명 이하는
1명 501~1000명은 2명 1001명 이상은 3명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8월 17일 창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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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서울시립노동회관에서 열렸고 이날 참석한 대의원은 조선방직, 대전방직, 경성방
직, 동양방직, 태창방직, 금성방직, 대한방직, 삼호방직 각 3명, 홍한방직 태창직물, 전
남방직 일신방직 각 2명, 한영방직, 풍한방직, 전주방직, 대한방직수원, 부산지부 각 1
명 등 37명 이었다. 창립대회에서 전국섬유노조 대의원들은 규약을 채택하고 균형임금
의 실현과 단체협약의 체결 등 당면운동방침을 채택하였다. 당시 전국섬유노동조합(이
하 전국섬유노조)의 조직체계를 보면 본부조합 산하에 직장지부와 지역지부를 두 축으
로 하여 조직의 골간을 구성하고 있었다. 본부조합은 대의원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
고 중간의결기구로서는 본부임원과 각 직장지부 및 지역지부장을 구성원으로 한 운영
위원회를 두었으며 일상 업무를 위해 사무국장 밑에 총무, 재정, 조직, 쟁의, 문화선전,
조사통계, 여성 등 각 부서를 설치하고 있었다(한국섬유유통노동조합, 2002, 253-63).
이전 시기 초기업 교섭의 주체는 기업별 노조와 산별연맹이었으나 강제된 산별노조
체제에서 주체의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1964년 전국섬유노조조직구조가 변동하였다
(전국섬유노조, 1964). 업종별로 노동조건 개선을 다루기 위하여 산별노조 산하에 업
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노동쟁의 지원을 위해 산별노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쟁의대책위원회 설치를 추가하였다. 분과위원회는 처음 면방, 제사, 모방, 견직
4개로 출발하였다. 분과위원회의 설치는 섬유업종의 특성과 기업규모 및 경영실적 등
여러 측면에서 전체사업장의 임금을 통일시키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섬유노조 내에서
공유되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 초반 한국노총의 출범과 더불어 초기업
교섭의 법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서 초기업 교섭을 담당할 주체가 변화되었다.

2) 지부별 교섭에서 대각선 교섭으로 진화
한국노총의 등장과 함께 1961년 8월 16일 산업별노조체제로 전국섬유노조가 출범
하였지만 초기업 교섭이 구축되는 대신 기업지부별 교섭이 우선 나타났다. 전국섬유노
조는 새로운 조직재편성에 따르는 조직내외의 반발을 진정시키고 조직을 안정ㆍ확립시
키기 위해 조속한 기일 내에 전사업장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서둘렀다. 전국섬
유노조는 이 결의에 따라 그 해 9월 15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11월 3일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단체협약 체결을
결의하고 각 사업장의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단체협약 기준안을 작성하였다(전국섬유노
조, 1962). 이를 토대로 사용자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방협을 방문하
거나 공문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였다(전국섬유노조, 1962). 전국섬유노조는
1962년 1월 24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미 제시한 단체협약을 3월 20일까
지 완결하고, 정부의 강력한 시책에 따라 1962년 2월 10일부터 실시되는 8시간 노동
제의 철저한 시행과10) 8시간 노동제에 따른 균형임금 800환11)을 획득하기로 결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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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장단을 중심으로 ‘근로조건개선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섬유노조는 우선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3교대 작업으로 전환하고
임금은 단기적으로 물가보상을 통한 저임금의 점진적 개선과 각 사업장별 임금수준의
통일을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동일산업 동일임금의 원칙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고 결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극력투쟁도 불사한다고 하였다(전국섬유노조,
1963).
전국섬유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방협은 1962년 3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협의 움직임은 사용자 단체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선언이
면서 방협 차원의 초기업 교섭에 대한 공식적 대응이었다(대한방직협회, 1962). 방협
은 임금과 종업원의 개념을 정리하고 공장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한 뒤 그에 따른 양
성공의 초임과 남녀공원의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방협의 견해는 산업 전체 사업장에 대한 단일임금을 주장한 전국섬유노조의 요구를 거
부한 것이었다.
전국섬유노조가 산업수준 표준임금으로 내세운 균형임금을 800환으로 정한 배경은
임금실태조사 후12) 임금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들의 임금
을 인상함으로써 평준화하는 양보경쟁 붙이기(whipsawing)13) 전략의 구체적 실행이
었다. 이와 같이 전국섬유노조는 각 사업장과 방협에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인상을 요
구하였지만 쟁의권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교섭은 진전되지 않았다. 초기업 교섭이 지지
부진한 상태에서 교섭은 기업 지부별로 진행되었다. 기업 단위에서 단체협약은 1962
년 9월 26일 동양방직을 시작으로 등장하여 1963년 5월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되
었다.
1963년 들어 전국섬유노조는 산하 기업지부와 개별 사용자가 진행하는 지부교섭 대
신 직접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대각선교섭을 선택하면서 초기업 교섭을 본격화하였
다. 전국섬유노조는 1월 21일~2월 22일까지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963년 2월
28일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임금인상요구안을 결정하였다(전국섬유노조, 1964). 전국
섬유노조는 1963년 4월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노무자 가계수지, 방직업 생산지수
10) 근로기준법이 1961년 12월 4일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은 공표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시행하
도록 되어 있었다.
11) 조합원 전체의 8시간 기본일급을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
12) 1961년 11월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이미 전남방과 일신방은 800원 선에 있었다(섬유노조,
1962).
13) 양보경쟁 붙이기(whipsawing)이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을 이간질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Hendricks, 1975). 이 전략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교섭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다
른 사용자에게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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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임금균형선인 80원14)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요
구하되 사업장 실정에 비추어 요구율을 정한다고 하였다(전국섬유노조, 1964).
전국섬유노조는 6월 7일 이전에 사용자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풍한방직에 쟁의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전국섬유노
조, 1964). 이에 전국섬유노조는 5월 21일부터 대전에 있는 풍한방직에 교섭단을 파견
하여 집중적인 교섭에 나섰으며 동시에, 전국섬유노조 위원장이 방협 이사장을 만나
협력을 요청하였다. 전국섬유노조는 6월 7일 풍한방직에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하고 조
정기간이 종료되는 6월 14일부터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쟁의는 산
별노조인 전국섬유노조가 개별 사용자를 상대로 한 최초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
로 노사양측만이 아니라 정부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풍한방직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처음부터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워낙 임금수준
이 낮아 명분이 취약하였고 여론도 불리하였다. 이런 조건 속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는 6월 25일 “6개월 미만인 미숙련공을 제외한 전 조합원의 평균 기본일급을 95원으
로 하여 6월 5일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노사양측이 이에 동의
함으로써 풍한방직 임금인상교섭은 종결되었다. 이는 전국섬유노조가 대각선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초기업 교섭의 진전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한방직
과 풍한방직의 임금인상교섭이 종료되자 전국섬유노조는 이를 근거로 여타 사업장의
사용자들에게 대각선교섭을 촉구하였다(전국섬유노조, 1963).
전국섬유노조는 산별노조 산하에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조직구조 개편과 더
불어 1964년부터 면방, 생사, 모방업종별로 대각선교섭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초기업
교섭을 강화하였다. 면방업종의 경우 1964년 기준 1일 평균 기본급 130원으로 인상,
양성공 초임 50원선 확보, 중식무료급식 보장 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였다(전국섬유
노조, 1964). 전국섬유노조는 1964년 2월 1일자로 면방사용자들과 방협 이사장에게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촉구하였다. 그 내용은 평균기본일급 130원, 양성
공 초임 50원을 지급하고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전국섬유노조는 3월 2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1차적으로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에 3월 27일자로 쟁의발생신고를 내기로 하였다.
전국섬유노조 업종분과위원회와 대각선 교섭 끝에 전남방직은 4월 3일에, 일신방직
은 4월 8일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전국섬유노조, 1964). 합의 내용은 기본 평균임금을
100원선으로 양성공 초임금을 5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삼호재벌 계열
사인 조선방직, 삼호방직, 대전방직이 1964년 9월 28일자로 임금인상에 합의해 놓고

14) 화폐개혁으로 1962년 6월 9일 <10환=1원>으로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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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행하지 않자 전국섬유노조는 노동쟁의를 제기하여 1965년 1월 23일 이행 합의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전국섬유노조는 면방업종의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경인지구, 영남지구, 호서지구 등
3개 지구별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단위로 교섭을 적극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
고 본부에서는 임직원을 동원하여 각 사별로 교섭을 지원하였다. 전국섬유노조 면방분
과는 1965년 평균기본임금을 현행 120원15)에서 150원으로 인상하고 양성공 초임은
70원선을 요구하는 한편 노사합의로 인상된 평균기본일급은 저하시키지 않고 계속 유
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무성의로
대응하여 교섭은 지연되었고, 전국섬유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자를 압
박하였다. 대각선 교섭과 공동 쟁의대책 결과 9개 개별 기업 사용자는 9월 10일에
143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11월 대부분 본공 143원, 양성공 초임 70원 수준으로
교섭이 타결되었다(전국섬유노조, 1966).
이러한 산별노조와 개별 사용자 사이에 진행된 대각선 교섭의 특징을 보이는 초기업
수준의 임금협상은 산업 내 임금 평준화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산별노조의
등장과 활동 직후인 1962년 11월 임금 실태조사 결과에서 기업 간 임금의 편차가 확
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61년 11월 기준 평균임금이 가장 높았던 일신방직
(80.30원)과 가장 낮은 대전방직(45.10원)으로 그 격차는 35.20원 이었으며 16개 기
업 간 표준편차는 10.7이었다. 그러나 초기업 교섭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1962년에는
그 격차가 22.42로 적어졌고 표준편차 또한 6.4로 작아졌다. 또한 초기업 교섭을 통해
교섭력을 확보한 전국섬유노조에 의해 1961~3년 사이 면방직업 평균임금인상이 12~
15원이었던 반면 1963년 동안에는 21원이 상승하여 높은 임금인상액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전국섬유노조 1961~4).

4.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기(1966년~1971년)
1) 초기업 교섭의 노사합의체 구성 및 면방업종 단체협약 체결
전국섬유노조는 1966년 임금인상시기를 맞아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였다. 구체적으
로 임금수준과 임금격차, 임금체계의 측면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최우선시 하여 이와
같은 방향에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늦어도 1971년에는 타업종 임금수준에 도달케 하는
생존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전국섬유노조, 1967). 이러한 기조 하에서 전국섬

15) 1964년 섬유노조 면방업종의 임금인상 주장은 평균임금 130원 이었으나, 임금투쟁 과정에서
120으로 현실화 된 것으로 파악됨(전국섬유노조,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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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수준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쟁의를 단행한다는 투쟁방침을 정
하기도 하였다.
방협 역시 8월 20일 각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년과 같이 개별타결을 지양하고 협
회 대 노조와 단체적으로 타결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세우면서 전국섬유노조에 노사
간담회를 제의하였다. 8월 23일 방협 회의실에서 방협 대표와 전국섬유노조 대표단 사
이에 임금인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모임이 시작하였다(방협 내부자료, 1966).
당시 방협이 통일교섭을 제안 해온 이유는 “임금인상에 대한 견해”에 잘 나타나고 있
다. 방협은 “시설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총 시설의 2/3는 출혈하여 수출품 제조에 임
하고 있고 23번수는 불과 1/3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길
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임금형태에 있어서도 연공서열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직능급 체제로 고쳐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방협은 임금교섭을 중앙에 집중시킴으로써
면방직 기업들 간의 경쟁적인 임금인상을 막고 방직업 내 전체적인 임금인상을 억제하
려는 의도가 있었다. 방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국섬유노조는 “근로자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어렵다. 면사가는 원면대가 70%, 제조비가 30% 정도로 보는데 고리 당
인건비 비율은 일본이 9.1%, 한국은 3.2%이다. 일본의 반이라도 임금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하였다(섬유노조, 1967).
방협은 8월 26일 2차 간담회를 요청하였고 여기서 노사양측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한 노사협의회를 9월 내에 구성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인상률과 인상시
행월도를 결정하며 협의 기간 중에는 쟁의를 실행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
라 노사는 각기 6명씩의 대표위원을 선출하였다.16) 이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방직공
업중앙노사협의회’이었다.
그러나 중앙노사협의회 차원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노사양측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5
인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는데 합의하였다. 5인위원회 위원은 전국섬유노조 위원장
과 부위원장, 풍한방직 부사장, 전남방직 전무, 방협 회장이었다. 5인 위원회는 3차에
걸쳐 협의를 가졌으나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이에 전국섬유노조는 10월 6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방협은 10월 4일에 개최된 제5차 노사협
의회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전국섬유노조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0월 6
일 임금인상을 위한 면방직업 뿐 아니라 한국 노사관계에서 최초의 중앙노사협정서가
체결 되었다. 이에 1966년 면방직업의 임금 타결 결과는 <표 2>와 같다.

16) 당시 사용자측 대표는 방협회장을 사용자단체대표로 하고 대표위원과 경성방직 상무, 동일방직
상무, 전남방직 전무, 금성방직 상무, 삼호방직 상무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노조측은 대표
위원에 섬유노조위원장을 필두로 조선방직, 동양방직, 대한방직, 일신방직, 서울지역지부, 금성
방직 지부장을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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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66년 면방직업 임금타결 결과
구분

1965년 협정임금 1966년 노동조합(안) 1966년 사용자(안)

1966년 합의

본공

143원

190원

160원

170원

양성공

70원

90원

80원

85원

출처：섬유노조(1966)를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1966년 면방직업 임금협상의 노사 간의 합의로 노동쟁의 없이 중앙노사협의회를 통
해 타결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최초로 초기업 수준에서 면방직업 내 노사관계를 규율
하는 단체협약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원(工員) 평균임금은 170원으로 인상되었으
며, 3만추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협정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965년 임금협정 시 협정임금인 143원에 미달되었던 수준에서 비율차를 인정하는 방
식으로 차등을 두었다. 이는 면방직업에서 인력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대기업들에서
임금평준화를 실현하되 임금 지불능력이 낮은 중소 면방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상
하는 방식이었다. 양성공의 초임 일급 또한 70원에서 85원으로 인상되었다.

2) 업종별 통일교섭 및 협약체결의 정례화
면방직업 노사양측은 1967년 8월 9일 방직공업중앙노사협의회 협정서를 작성하였
다. 이것은 노사양측이 매년 반복되는 임금ㆍ단체교섭을 제도화 하는 중요한 협정으로
방직공업중앙노사협의회 운영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이 협정서는 임금과 근로조
건 협상의 주체와 협상범위 등을 밝히고 있어 면방직업종 수준에서 초기업 교섭이 제
도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협정서는 서문과 전문 9조 및 1개의 부대조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협정서는 협정의 주체를 대한방직협회 회원 회사와 전국섬유노조 및 방협 3
자로 규정하고 있어 초기업 수준에서 교섭과 협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협약의 목적을 노사 단체협약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분규를 미연에 예방 조정함으로써
방직공업의 발전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 그 성격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협정서는 협의회의 구성, 부의사항, 회의절차
뿐 아니라 노사분규조정과 중재, 유효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사분규의 조정
및 중재 규정을 두고 있어 노사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노사협의 구조를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노사협의회 구성은 노사양측 각기 7명의 협
의위원과 방협 회장으로 구성하고 쌍방 대표위원과 방협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되게
하였다. 방협 회장이 노사 동수에 더해 위원으로 구성 되고 있는 사실은 당시 노사 간
의 균형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부의사항은 생산성 향상 및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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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협의사항과 설명사항으로 분류하고 회의는 3월과 9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
하였으며 사업장 노사분규의 경우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정
서는 노사분규에 대한 제3자의 임의중재제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협정의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사의 협정서의 체결은 면방직업 단위에서 산별 통일 교
섭의 정례화를 합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구성과 부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었다. 또한 산별 통일 교섭의 장점으로 사용자 측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 임금
평준화 뿐 아니라 노사갈등 외부화를 실현하는 조정과 중재제도 또한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섬유유통노동조합, 2002).
1968년 전국섬유노조는 업종별 동일노동 동일근로조건을 실현한다는 원칙 아래 1.
단체협약은 일단 업종별로 교섭 타결하며, 2. 적어도 업종별로 단체협약 각 조문이라도
통일시키기 위하여 업종별 통일 단체협약안을 작성하며, 3.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는
위원장으로 하며 4. 단체협약체결을 사용자가 해태ㆍ지연ㆍ거부함으로써 규정기간 내
에 그 체결이 어려울 때는 쟁의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전국섬유노조는 이미 체결된 면방사업장의 단체협약 중 상대적으로 개선된 조문을 발
췌하여 시안을 작성하였다. 전국섬유노조 본부의 시안이 마련되자 각 업종별 부회에서
는 각자 단체협약 체결 교섭전략을 마련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전국섬유노조는 1968
년 3월 30일 제 11차 중앙위원회에서 각 업종별 분과위원회 별로 심의한 원한대로 업
종별 단체협약 통일안을 채택하였고 면방은 5월까지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와 같은 단체협약 교섭전략 하에서 전국섬유노조는 적극적으로 업종별 단체협약 체결
활동을 전개하였고 교섭이 부진한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쟁의를 제기하였다. 이
에 1968년도에 면방직업 노사는 단체협약의 조문만이라도 대부분 통일하는 성과를 가
져왔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제도화된 면방직업의 초기업 교섭은 산별차원의 쟁의행위로도
연결되었다. 1969년 7월 1일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에도 노동쟁의 발생이
가시화 되었고, 9월 9일 방림방적과 태평방직에서부터 파업이 단행되었다. 이후 사용
자 측은 직장 폐쇄를 단행하였다. 1969년도 면방 최초의 전국적 노동쟁의는 시작된 지
115일 만에 중앙정보부의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이때 나타난 면방쟁의는 전국 단일 산
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전면적으로 당사자로 나선 산업수준의 노동쟁의였다. 이러한
산업단위의 노동쟁의는 사용자 측의 집단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1970년
경총의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17)
17) 그러나 면방직 업종의 초기업 교섭이 통일교섭으로 제도화 되었음에도 불과하고 1971년 이후
통일교섭은 중단되었다. 방협의 방직공업노사중앙협정서 파기 통고와 연이은 국가비상사태 선
포, 그리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으로 면방직 업종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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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해방 후 1970년대 초까지 25여년에 걸쳐 한국 면방직업에서 초기업 교섭은 여러 양
태로 진화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초기업 교섭
에 우호적인 장인제도나 횡단노동시장, 산별사용자단체나 산별노조 형성 등 제반 조건
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지속적으로 초기업 교섭을 시도하고 환경에 맞추어 변
화시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면방직업에서 초기업 교섭은 총연맹인 전평이 기업별 지부와 공동교섭에
참여하는 양태로 태동하였다. 1946년 동양방적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 단체의 부재 속
에서 사용자 측에서 동양방적 관리인, 그리고 미 군정청 노동국이 사용자와 중재자로
서 협상에 참여하였다. 1948년 전평이 불법단체로 규정된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시
기 동안 면방직업의 초기업 교섭은 중단되는 대신 대한노총 산하 섬유연맹이 초기업
교섭의 주체로 산하 기업별노조와 공동교섭을 진행하였다.
한편, 1960년대 초 기존 노조가 해산되고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노조체제
가 강제되었으나 초기업 교섭이 자동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면방직 사용자단체인 방
협의 반대로 인해 기업지부별 교섭이 먼저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섬유노조가 직접 개
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대각선교섭을 선택하면서 초기업 교섭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산별노조와 개별 사용자 사이에 진행된 대각선 교섭은 산업 내 임금 평준화 성과를 도
출하였다.
면방직업 임금협상은 1960년대 중반 산별노조 면방직분과위원회와 사용자단체인 방
협 사이의 통일교섭으로 발전하였다.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된 협약은 면방직업 내
임금과 근로조건을 표준화 하였으며 노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한국의 초기업 교섭의 형성과 발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에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이 작동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면방직업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는 환경요인이나 조건보다는 ‘노사의 전략적 선택’ 요인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의 발전 과정에서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은 여러 모로 확인된
다. 사용자들은 원면수급과 생산변동에 노동자를 유연하게 확보하고 임금수준을 평준
화 하여 노조의 양보경쟁 붙이기(whipsawing) 압박에서 탈피하고 예측 가능한 임금인
상을 위해 초기업 교섭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1950년대 대형 면방직 쟁의를
제한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더 이상 통일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면방직업의 초기업 교섭은 1980년대 집단교섭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현재까지
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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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며 노동조합을 탄압만으로는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생산물시장에
서 소비과잉 상황에서 안정적 생산 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노사갈등을 외부화 하는 초기업 교섭 전략을 선택하였다.
노동자 측에서도 전략적 선택의 이점이 있었다. 남성노동자들은 숫적 열세나 사용자
대비 개별 교섭력의 부족을 초기업 교섭 과정에서 산별노조 지도력을 확보하고 다수
여성노동자를 활용하면서 보완할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저숙련과 단기 경력
으로 개별 교섭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을 수행하면서 형성된 집단적 단결
력을 바탕으로 초기업 교섭을 통해 표준화된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국 기업별교섭 중심의 이해조정제도는 사회적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기업 교섭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초기업 교섭의
구축을 위한 여건을 법제도적으로 마련할 여지는 상당기간 크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면방직업의 초기업 교섭의 경험은 법제도 미흡이나 과도한 강제에도 불구하고 노
사는 초기업 교섭구조를 형성하여 산업 내 통일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개
선해 나갔다는 점에서 현재에 주는 시사점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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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evelopment process of multiemployer bargaining in the Korean textile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case of the textile industry, which has been engaged in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from the immediate time of liberation to the present,
was selected.
This study divides the development of multi-employer bargaining into four
periods. First, the beginning period was 1945~8, in which multi-employer
bargaining emerged by the national Federation's involvement in large-scale
disputes in large-scale factories. Second, in the period of attempts, industry-level
federations with enterprise-level unions participated in joint negotiations on
behalf of the general federation and promoted the standardization of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at the industry level. Third, the reinforcement period
was when the industrial union system was legally enforced, but enterprise-level
bargaining evolved into multi-employer bargaining. Lastly, the institutionalization
period was a period when industrywide bargaining took place in 1967 and
labor and management agreed to institutionalize industrywide bargaining in
the Korean textile industry.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multi-employer bargaining in the Korean
textile industry resulted from the labor-management strategic choice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multi-employer bargaining in korea, which lacked
historical research, and found that the labor and management of textile
industry continued to strategically choose multi-employer bargaining in spite
of insuffici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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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의 엇갈린 운명
양 성 국*
19)

요 약
본 연구는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는 보루네오가구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를 앞세운 에이스침대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산업과 침대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
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가 구사한 경영전략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우선 국내 가구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지켜온 보루네오가구의 성장과 쇠퇴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1962년부터 1988년 주식시장 상장 후 1991년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보루네오 가구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기간까지만 살펴보
는 것은 이 기간 이후는 경영권분쟁에 휘말리면서 실질적인 가구산업의 역할을 다하지 못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공한 에이스침대
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면서
성장하는데 기여한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향후 우리나라 가구산업과 침대산업의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보루네오가구, 에이스침대, 경영전략, 가구산업,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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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루네오가구 위상식 대표는 1988년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포브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루네오는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라는 꿈을 밝혔다. 보루네오는 우
리나라 가구회사로는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될 만큼 주목 받는 회사였다.
보루네오가구는 1962년 보루네오통상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경제성장,
아파트 건설 붐, 신도시 건설 등에 힘입어 성장한 국산 가구회사이다. 보루네오가구는
90년대 초반까지 국내 가구시장에서 1위를 지키면서 성장하였으나 일본, 미국 등의 투
자에서 손실이 이어져 1992년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로운 주인으로 보루네오를 경영하였으나 주인이 없는 회사는
침체를 걷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IMF 구제금융 영향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2017
년 7월 5일 상장폐지 되었다.
에이스침대는 1963년 설립되었다. 이후 보루네오가구와 함께 우리나라 침대시장과
가구시장을 이끌었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대충 만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
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에이스침대는 철저한 ‘품질 최우선주의’를 표방하여 장인정
신이 담긴 침대를 만들었다. 에이스침대도 보루네오와 동일한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
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IMF 구제금융은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에 변화를 가져왔다. 가구업계도 IMF 구제금
융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보루네오가구와 동서가구, 바로크가구를 이끌던 위상식,
위상균, 위상돈 등 위씨 3형제의 시대가 막을 내린 이유 중의 하나도 IMF 구제금융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리한 해외진출과 외환위기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보루네오가구와 함께 1980년대 황금기를 누린 에이스침대는 창업이후 지금
까지도 안성호, 안정호 형제가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을 과점
하고 있다.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전략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이스침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전략의 기본 수단인 고
객, 비용, 경쟁자에 충실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보루네오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단을
외면하고 무리한 해외진출에 따른 후유증으로 실패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1년 11월 발표한 ‘100대 기업의 변천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
르면 1980년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에 들었던 국내 기업 중 73개가 지난 30년 사이
탈락했다. 2000~2010년 사이에는 41개가 100대 기업에서 밀려났다. 치열한 경쟁 속
에서 10년 사이에도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100대 기업에서 사라진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는 보루네오가구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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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의 엇갈린 운명

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를 앞세운 에이스침대의 엇갈린 운명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
다. 우리나라 가구산업과 침대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가 구사한 경영
전략을 비교하려는 것이다(방호진, 하순복 2018, 이웅희, 2017, 양성국, 2017).
우선 국내 가구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지켜온 보루네오가구의 성장과 쇠퇴과정을 살
펴보고자 한다. 1962년 보루네오통상에서부터 2017년 7월 상장폐지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1988년 주식시장 상장 후 1991년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보루네오 가구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기간까지만 살
펴보는 것은 이 기간 이후는 경영권분쟁에 휘말리면서 실질적인 가구기업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공한 에이스침
대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
면서 성장하는데 기여한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보루네오가구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실패했으며, 에이스침
대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가구산업과 침대산업의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보루네오가구의 성장과 몰락
1. 가구산업
가구는 장롱, 책상, 탁자 등 집안 살림에 쓰는 가구를 말한다. 가구는 지면에 수평하
게 제작되어 책상처럼 업무를 돕거나, 선반과 같이 물건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된다. 가구는 용도, 기능, 구조, 재료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구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사무용, 산업용으로, 기능에 따라 수납용, 휴식용, 거치
용, 공간용으로, 구조에 따라 이동식, 붙박이식, 조립식으로, 재료에 따라 목재, 금속
제, 플라스틱제 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미성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용도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정용 가구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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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구의 분류
구분

내용
가정용 가구

용도에 따른 분류

주방용 가구
사무용 가구
수납용(Storage) 가구
휴식용(Seating) 가구

기능에 따른 분류

거치용(Surfaces) 가구
공간용(Spaces) 가구
이동식(Modular) 가구

구조에 따른 분류

붙박이식(Built-in) 가구
조립식 가구
목재 가구

재료에 따른 분류

금속제 가구
플라스틱제 가구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주)아이앤아이알앤씨(2016).

가구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매트리스, 침대, 소파 및 기타 내장 가
구를 만드는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를 만드는 제조업,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침대, 소파, 매트리스 등을 만드는 내장 가구 제조업에 초점
을 두고 파악하였다.
가정용 가구 산업은 집안에서 생활할 때 사용되는 장롱과 침대, 소파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가정용 가구는 가구 산업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용 가구는 주거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소득 수준
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1) 가정용 가구 산업의 특징
가정용 가구는 결혼시즌과 이사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적 특징을 갖는다. 왜냐하
면 가정용 가구는 내구소비재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어서 신규 주택 입주 시기에 맞
추어 가구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가정용 가구의 주요 수요층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와 이사를 앞둔 가정이기 때문에 결혼 시즌과 이사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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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정용 가구를 포함한 가구산업 전체는 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
징이 있다. 가구는 건설경기, 기업투자, 결혼 등에 영향을 받고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가격탄력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내구소비재이다. 한편 가구의 주원료는 수입목재
이기 때문에 양질의 원자재 및 부자재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가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가구산업은 고용친화형이면서 노동집약형 산업이다. 가구산업은 생산요소의
투입 측면에서 보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 해당한다. 가구 제작과정의 자동화가 쉽지
않고 작업의 상당 부분을 노동자의 숙련도에 의지하기 때문이다(정성훈, 2017). 따라
서 부가가치생산성이 낮은 산업으로 반도체산업이나 자동차산업 등에 비해 1인당 부가
가치생산성이 낮다.
한편, 가구산업은 자동화나 기계화 등에 의한 대량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증가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가구 제조업의 고용은 1994년에 7만 명으로 최
대치를 기록하였지만 1998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4만 3천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2017
년 기준으로 보면 사업체 수는 12,800여 개, 종사자 수는 6만 5천 명 정도이다.
<표 2> 가구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단위：개, 명)

구분

1994년

1998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사업체수

6,387

6,108

9,819

10,027

10,712

12,025

12,722

12,890

종사자수

70,371

43,613

53,236

51,054

52,476

58,761

64,123

65,824

출처：통계청(각 년도), 전국사업체조사.

2) 가정용 가구 산업의 변화
가정용 가구의 변화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용 가구 선택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가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1980년대까지는 내구성과 가격, 1990년대
에는 디자인과 기능성, 2000년대에는 개성과 실용성, 2010년대에는 친환경, 신소재,
인테리어 기능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소득 증가, 1인 가구 증가, 미니멀 라이프, 단순화 등 생활스타일 변화에 따라 소
비자들이 차별화된 요소를 선호하는 형태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시보다는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 가구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가구산업 결합은 스마트 가구 제품 출하를 증가시키고 있
으며,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가구 산업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출시는 가구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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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온라인 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1인용 가구가 증가하면서 중저가의 실용
성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과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젊은 층 고객들에 의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감소 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에 의해 온라인 가구 구입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
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
는 편리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친환경 소재 가구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구
산업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웰빙을 추
구하는 소비변화는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만든 친환경 가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합판, 중밀도 섬유보드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일부 포름알데히드를 포함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 화학약품이 사용되지 않는 친환경소재 가구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2014년 3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서 실내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방출 허용기준을 012㎎/㎡h에서 0.02㎎/㎡h로 6배 강
화한 후 친환경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미래한국, 2019).
다섯째, 브랜드 가구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구 시장은 소수의 중대형 기업
중심인 브랜드 시장과 소규모 기업 및 영세사업자 중심의 비브랜드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구 시장에서 브랜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비브랜드 시장은 70%로
추정되고 있다(박지훈, 2019).
최근 가구 시장에서는 브랜드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가구
시장은 중대형 가구 업체들 간의 할인판매와 판촉 등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문미성 외, 2015).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브랜드 업체의
매출 증가와 시장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가정용 가구 시장은 과거 생활공간을 장식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술 공간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소득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공간 창조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즉, 가정용
가구는 단순히 주거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
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가정용 가구 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가구산업이 가지는 특성을
산업과 시장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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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구산업의 특성 및 변화
산업 특성

시장 특성 및 변화

▪ 노동집약적, 고용친화형 산업

▪ 복잡한 유통구조

▪ 목재산업 중 고부가가치산업

▪ 경기변동에 민감

▪ 중소기업형 산업

▪ 진입장벽이 낮음

▪ 진입장벽이 낮음

▪ 친환경적 특성이 강조

▪ 내구소비재산업

▪ 브랜드가구 매출 증가
▪ 온라인 구매 증가

2. 보루네오가구의 성장과 몰락
보루네오가구의 전신은 1966년 세워진 보루네오통상(주)이다. 창업자 위상식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주택건설이 증가하자 보루네오통상을 설립했다. 보
루네오통상은 1987년 6월 회사 이름을 (주)보루네오가구로 변경하고 1988년에 우리
나라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 가구업계 1위에 올라선 보루네오가구는 이
후 활발한 해외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나 해외투자 법인들이 잇따라 적자를 내면서 경
영난에 빠진 끝에 1992년 3월 첫 번째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2001년 7월 보루네오가구의 주요 채권자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보루네오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2001년 11월 보루네오가구는 법
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창업에서부터 주식시장 상장과 법정관리까지의 주요 사항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보루네오가구의 변천사
연도

내용

1966년 9월

보루네오통상주식회사 설립

1971년

인천 공장 설립

1972년

법정관리 시작

1980년

홍공지점 및 직매장 개설

1981년

미국지점 및 직매장 개설

1985년 10월

보루네오가구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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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1987년 6월

이태리 밀라노 사무소 개설

1988년 9월

기업공개, 주식시장 상장

1991년 12월

법정관리 시작

2001년

법정관리 해제

1) 성공 요인
보루네오가구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동화 대량생산 시
스템 도입이다. 보루네오가구는 1970년대 국내 처음으로 자동화 생산설비를 도입하였
다. 또한 보루네오가구는 자개장 중심의 국내 가구시장에 서구식 가구를 도입한 회사
이기도 하였다. 보루네오가구는 아파트건설이 증가하기 시작한 1975년부터 호황을 누
리기 시작하였다.
가구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 서울시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건설 실적을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면 서울시의 경우 1975년부터 아파
트가 전체 주택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고, 1985년에는 무려 6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아파트 건설 증가는 보루네오가구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표 5> 서울시 주택 건설 실적

(단위：호, %)

연도

단독주택

아파트

총계

1970

NA

NA

36,280

1975

28,852(54.5)

22,794(43.1)

52,925

1980

24,869(46.6)

22,791(42.7)

53,375

1985

8,968(17.1)

33,694(64.1)

52,529

1990

34,040(28.3)

53,855(44.7)

120,371

1995

10,375(10.0)

76,988(74.3)

103,617

출처：1. 1965~1981년 자료：건설부, 건설통계편람
2. 1982년 이후 자료：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주택/건설-주택건설실적통계)
* 다세대와 연립은 제외함

보루네오가구는 자동화설비를 통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튼튼한 가구라는 명성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창업주 위상식의 동생 위상균, 위상돈은 각각 동서가구, 바로크
가구를 설립하여 보루네오가구와 함께 80년대 국내 가구시장의 1, 2, 3위를 차지하였

- 58 -

양성국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의 엇갈린 운명

다. 특히 보루네오가구의 장롱은 신혼부부들의 혼수감 1순위였고, 바로크가구가 내놓
은 대발이장롱은 없어서 팔지 못하는 히트상품이었다.
둘째, 세분화된 사업영역이다. 창업자 위상식을 포함해 3형제가 가구업에 뛰어들었
지만 각기 다른 가구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 보루네오는 모던스타일,
동서가구는 세미모던스타일, 바로크 가구는 세미클래식 가구를 생산하여 거의 겹치지
않았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사업을 해 나갔다.
보루네오가구는 1989년 6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선정한 “90년대를 이끌어갈
유망기업” 66개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가도를 달렸다(중앙일보, 1992). 그러나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의 실패는 보루네오에 위기를 가져왔다.
해외시장 진출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덕화, 김희선 등 스타들을 모델로
기용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회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7~1998년
외환위기에 주저앉고 말았다(동아일보, 2017).

2) 실패 요인
보루네오가구는 국내 가구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자 해외로 진출했다. 먼저 진출한 홍
콩시장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실패를 겪게 된다. 미국 LA에 10
여개의 직영점을 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적자는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
고 법정관리를 받게 했다. 해외진출 사례를 홍콩과 미국, 일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홍콩 진출 성공
보루네오가구가 홍콩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표준화된 이탈리
아식 가구를 중고가(中高價)로 제공한 점이다. 그리고 홍콩의 모든 전시장이 대한민국
본사와 연결되어 신속하게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 홍콩에서의 성공은 이후 동남아
시아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2) 미국과 일본 진출 실패
보루네오가구가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시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17).
보루네오가구는 한 때 미국 내 대리점이 19개에 이를 정도로 공격적으로 미국시장
을 공략했다. 그러나 동양적 감각의 가구가 미국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한
것이다.
둘째는 현지화전략의 실패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방이 작기 때문에 가구가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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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품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일본 소비자들이 가구 선택에 있어 매우 까다롭다
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소비자들은 가구를 뒤집어 놓고 바
닥재나 마감재까지 체크해서 반품을 했다.
셋째, 브랜드이미지 구축 실패이다. 미국에서는 아시아 가구의 질이 낮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제거하지 못하였다(비즈리포트, 2018). 보루네오가구는 저가 인식을 없애기
위해 광고에 엄청난 비용을 썼지만 광고효과는 미미하였다.
넷째, 무리한 공격적 경영전략 선택이다. 시장규모도 작고 구매성향이 단순한 홍콩
과 동남아시아에서 거둔 성공만 믿고 미국과 일본에서 동일한 전략을 추구한 결과는
실패로 이어졌다. 즉 보루네오에 대한 이미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
하게 해외진출을 서두른 것이 보루네오의 실수라고 할 수 있다(한국경제, 2018).
미국과 일본에서의 실패는 가구업의 특성을 무시한 전략을 추구한 결과이다. 소비자
의 생활스타일에 따라 선택되는 가구가 달라지는 특성을 무시하고, 충분한 준비 없는
해외진출은 유동성위기를 가져왔고 결국 부도를 맞게 된 것이다.

Ⅲ. 에이스침대의 성장비결
1. 에이스침대의 탄생과 성장
에이스침대는 침대 및 가구 제조 기업이다. 에이스침대는 1963년 안유수회장이 에
이스침대공업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78년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KS마크를
받았다. 1980년대 후반 신도시 건설,1)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침대 소비 증가 등에 힘
입어 에이스침대는 업계 1위에 올랐다.
1992년에는 글로벌 침대브랜드인 미국 ‘시몬스’와의 기술 도입 계약에 기초하여 시
몬스침대를 설립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침대시장은 에이스와 시몬스가
시장 점유율 1, 2위를 기록하면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는 차남 안정
호에게 시몬스침대를, 2002년에는 장남 안성호에게 에이스침대의 경영권을 승계했다.
단일침대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에이스침대 음성공장은 ‘에이스 침대공학 연
구소’와 국내 최초로 완공한 무인생산시스템 등 각종 첨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
대 시설과 최첨단의 기술로 생산되는 에이스의 품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
로 인정받고 있다(한국IR협의회, 2018). 에이스침대의 주요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신도시 건설은 70년대는 서울 강남, 과천, 반월 등이 이루어졌다. 80년대와 90년대는 목동, 상계
동에 주택중심의 도시 내 도시건설,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를 대상으로 한 1기 신도시건설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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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에이스침대의 변천사
연도

내용

1963년 9월

에이스침대공업사 설립

1977년 7월

에이스침대로 법인 전환

1978년 12월

가구업체 최초 KS마크 획득

1992년 4월

에이스 침대공학연구소 설립

1994년 11월

ISO 9001 인증획득

1999년 10월

국내 최초 HS(Hygiene-Safety)마크 획득

2005년 10월

업계 최초 환경마크 인증 획득

2008년 11월

가구겔러리 에이스에비뉴 오픈

2016년 9월

에이스해리츠 매트리스 론칭

2019년 3월

20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기업 선정

2. 에이스침대의 경영전략
에이스침대는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설정, 포지셔닝의 STP전략2)을 효율적으로 사용
해왔다. 여기서는 에이스침대가 구사한 STP전략, 광고전략, 핵심역량 전략 등을 간략
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장세분화
에이스침대는 침대시장을 신혼부부, 30대 주부, 40대 이상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는 신혼살림하고의 조화성과 세트구입에 초점을, 30대 주
부들에게는 기능성과 가격을, 40대 이상 주부들에게는 정통성과 다양성으로 구분하여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였다.

2) 목표시장 설정
에이스침대는 고급 이미지를 선호하고 구매력이 풍부한 40~50대의 중, 장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선정하여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였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생활이 안
정되고, 결혼 후 가구를 교체할 때 보다 품질이 높은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2) STP전략은 S(Segment, 시장세분화), T(Targeting, 목표시장 설정), P(Positioning, 포지셔닝)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각 단계 활동의 첫 글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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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지셔닝
에이스침대는 초반부터 브랜드 1위였고 침대업계 최고의 인지율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가구시장 불황과 소비자들이 침대의 전문성보다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침대를 구매할 때 가구 세트로 구매
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에이스침대에는 불리한 여건이었다. 에이스침대는 이러한 불리
함을 극복하고 경쟁업체와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포지셔닝 전략을 구사하였다.
에이스침대는 인체공학에 기초하여 생산되는 최첨단 침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컨셉으로 리포지셔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침대공학연구소, 이동수면공학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최적의 수면조건을 반영한 침대를
생산하였다. 즉 에이스침대는 침대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가구에서 과학으로 전환하여
침대의 과학화를 주도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브랜드파워 구축을 위한 광고전략
한국능률협회는 ‘2019년도 제21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스침대는 침대분야 1위로 선정되어 20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
다. 에이스침대가 광고를 통해 브랜드를 구축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는 슬로건으로 침대에 인체공학과 수면
공학을 접목하였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침대를 가구 구입 시 세트로 구입하는 것
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였다.
다음은 ‘침대를 바꾸면 아침이 바뀝니다.’ 슬로건으로 앞에서 정착된 침대는 과학이라
는 인식에 기초한 브랜드 자산을 감성적인 영역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침대과학은 생명을 위한 과학’이라는 슬로건으로 에이스침대의 핵심 자
산인 침대과학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여 침대시장의 선도 기업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에이스침대는 침대와 관련된 이론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5) 핵심역량에 기초한 전략
기업이 구사하는 경쟁전략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말
한다. 에이스침대는 창립 이후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을 고수해오고 있
다.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침대를 만든다는 것이다.3)

3) 품질중심의 경영 사례 한 가지는 서울경제, 2019/3/14, “에이스침대 최고만 만든다....미세한 차
이에도 올스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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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는 브랜드경쟁력의 기반은 품질에 있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설비
투자 및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1990년대 가구업계에 불황이 왔을 때 종합가구업체들
이 침대시장 공략을 강화했다. 에이스침대는 종합가구업체의 물량 공세에 맞대응하기
보다는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즉 차별화전략을 선택하여 기업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원자연, 유상열, 2016).
에이스침대는 고객, 품질, 비용 등 경영전략의 기본적인 요소를 통해 핵심역량을 구
축했다. 우선, 소비자들에게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전문 업체의 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품질 우선의 경영전
략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에이스침대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3. 에이스침대의 미래 환경
우리나라 침대 시장은 규모가 커지면서 프리미엄 시장과 가성비 시장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렌털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코웨이와
가성비를 앞세우고 있는 신흥 기업들, 기능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라돈과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매트리스 서비스 시장이 변화
하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에이스침대의 미래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면장애 환자 증가
우리나라 수면장애4) 환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8%씩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숙면과 관련된 침대시장
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숙면 관련 시장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조, 일본은 6조, 우리나라는 2조 정도로 추정되는데 향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동아일보, 2019).
우리나라 수면산업 관련 시장 2조 원 중에서 매트리스 시장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면장애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은 에이스침대를 포함한 침대산업 전체
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 앞으로도 수면의 질에 대한
4) 수면장애는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 등으로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잠을 자
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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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가 매트리스에도 쉽게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것은 에이
스침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8> 연도별 월별 건강보험 수면장애 진료인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01,201 97,364 103,969 98,164 97,268 94,770 96,326 96,961 99,849 103,777 100,697 105,450
2014년 83,534 80,137 84,491 82,276 80,824 76,869 81,143 80,965 82,007 83,318 78,288 86,047
2015년 93,944 87,107 94,140 90,851 86,002 84,806 90,561 88,021 91,930 99,371 93,258 100,671
2016년 101,534 103,085 110,216 101,282 99,796 97,902 94,553 93,395 97,069 101,553 98,280 104,406
2017년 104,855 104,933 109,659 101,574 103,988 104,366 102,398 108,312 115,787 104,521 108,364 110,329
2018년 122,136 111,557 121,338 114,836 115,729 109,905 112,975 114,112 112,454 130,123 125,295 125,799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2019).

2) 렌털업계의 성장
에이스침대를 위협하는 가장 큰 기업은 2011년 매트리스 렌털 사업에 뛰어든 코웨
이다. 코웨이는 매트리스 랜털 판매와 관리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웨이
는 2018년 기준으로 관리계정 44만 1000개, 매출액 182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외
에도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교원웰스, 웅진랜털, 현대랜털케어 등이 매트리스 렌털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에이스침대를 위협하고 있다.

3) 가성비 매트리스 시장 성장
질 높은 수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
다. 이 틈새시장을 이용하여 가성비를 앞세운 매트리스 기업들이 에이스침대를 위협하
고 있다(한국경제, 2019).
삼분의일은 에이스침대 가격의 1/3 수준으로 다섯 개의 메모리 폼을 겹쳐 만든 매트
리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누스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중 하나일 정도
로 해외에서 인지도를 쌓은 기업이다. 특징적인 것은 40만원을 넘는 제품은 없지만 가
성비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분의일과 지누스의 경우 기존 기업과는 달리 유통과 배송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대리점 운영비용을 줄여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는 수백여 개에 이
르는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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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맘은 후발업체지만 10만 원대의 가격과 라돈 수치는 국내 안전 권고 기준의
1/30 정도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 컴포티즘1968은 브랜드리스
란 제품으로 승부하고 있다. 한샘도 침대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로 대량생산,
강력한 유통망,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에이스침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일런
나잇, 슬라운드 등 많은 업체들이 저가 매트리스 경쟁에 가세하면서 가성비를 중시하
는 매트리스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4)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소비자들이 수면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소비
자들이 라돈침대 파동을 계기로 브랜드파워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품질과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침대를 고르기 시작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기존의 침대에 IT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찾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기존 침대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디자
인 및 기능적 요소를 추가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침대제조업체들의 단체인 전국침대연맹의 수면위원회가 2013년 영국인 2042
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의 침실 5가지 기능’을 조사한 결과 중에서 침대
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탁이나 자체살균 시스템을 갖춘 침대(47%), 둘째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
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침대(42%), 셋째는 수면 중 몸의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측
정해주는 스마트 침대(33%) 기능이다. 즉 뭔가에 감염되거나 감기에 걸렸을 경우, 또
는 심근경색 조짐이 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
사결과가 나왔다(영국 전국침대연맹, 2013).
이러한 스마트 가구의 특징은 사용자를 인식하고 사용자의 상태를 분석해 사용자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면 침대와 매트리스는 수면 중 뇌파, 심장
박동, 산소포화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실내의 온도 및 습도
제어, 침대의 기울기제어 등의 기능이 적용된 침대ㆍ매트리스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인더스트리뉴스, 2018). 따라서 에이스침대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Ⅳ. 결 론
우리나라의 장수기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장수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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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전용욱, 2008). 장수기업들은 한 차례 이상의 큰 위기를 극복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수기업 중에서도 위기 대응능력의 차이에 따라 단순 생존형과 우수기업으
로 도약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한 기업들은 기회 활용능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기업들은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기회로 활용하여 도약해 왔다. 여기서의 기회 활
용은 호황기 때의 일시적인 성과 향상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장수기업들은 환경 변화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에이스침대는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변화를 적절하게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보루네오가구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 구제금융
이라는 환경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는 보루네오가구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
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를 앞세운 에이스침대의 엇갈린 운명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가
지고 진행되었다. 즉, 우리나라 가구산업과 침대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경영전략
을 구사했는지를 파악하였다.
보루네오가구는 1962년 보루네오통상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90년대 초반까지
국내 가구시장에서 1위를 지키면서 성장하였으나 1992년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에 들
어갔다. 이후 경영권분쟁에 휘말리면서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반면에 보루네오가구와 함께 1980년대 황금기를 누린 에이스침대는 창업이후 지금
까지도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에이스침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전략의 기본 수단인 고객, 비
용, 경쟁자에 충실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보루네오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단을 외면
한 무리한 해외진출이 발목을 잡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가 구사한 경영전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의 사례를 조망하였지만 성격이 다른 기업의 성
장과 실패 요인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
루네오가구의 전체 기간을 조명하는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66 -

양성국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의 엇갈린 운명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2019), ｢자고나도 피곤한 수면장애, 5년간 연평균 8.1% 증가｣.
대한상공회의소(2011), ｢100대 기업의 변천과 시사점｣.
동아일보(2017.6.26), “70, 80년대 가구왕, 29년만에 퇴출”.
동아일보(2019.4.13.), “꿀잠만 잘 수 있다면”.
문미성 외(2015), ｢경기도 가구산업 구조변화와 정책방안｣, 경기연구원.
문미성 외(2018), ｢경기도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기연구원.
박지훈(2019.1.4.), “가구산업의 성장과 특성”, 미래한국.
방호진ㆍ하순복(2018), “신들의 황혼 - 20세기 마지막 신화, STX 그룹 -”, ｢경영사연
구｣, 33(3), 73-93.
비즈리포트(2018.11.17.), “50년 가구 브랜드의 몰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ㆍ㈜아이앤아이알앤씨(2016.12), “2016년 가구산업 경쟁
력 조사”.
양성국(2017), “도요타, GM, 폭스바겐의 위기역사와 시사점”, ｢경영사학｣, 32(1), 2554.
이웅희(2017), “불스원의 창업과 성장사：마케팅전략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32(2),
29-47.
인더스트리뉴스(2018.3.12.), “소비자의 감성을 잡아라”.
원자연ㆍ유상열(2016), “기업수명주기와 경쟁전략이 성과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5(5), 33-65.
전용욱(2008), ｢한국기업의 생존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정성훈(2017.5), ｢가구산업의 최근 성장과 서비스화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조선일보(2017.6.22), “가구명가 보루네오 상장 29년만에 증시 퇴출”.
중앙일보(1992.1.20), “무리한 미일 진출 화 좌초”.
한국경제(2018.9.9), “몰락한 보루네오 삼형제와 시장 지배하는 에이스 형제：엇갈린
운명”.
한국경제(2019.10.29.), “후발주자의 반란...매트리스 춘추전국시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8.6), ｢수면환경관리 및 무자가 생체리듬 유도를 통한 통
합수면관리 서비스｣.
한국IR협의회(2018.8), ｢에이스침대 기술분석 보고서｣.
http://www.sleepcouncil.org.uk/2013/10/beds become the hub of the home/

- 67 -

｢경영사연구｣ 제35집 제1호(통권 93호)

2020. 2. 28, pp. 51~69.

건설부, ｢건설통계편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주택/건설-주택건설실적통계)｣.
통계청(각 년도), ｢전국사업체조사｣.

- 68 -

양성국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의 엇갈린 운명

Mixed Fates of ‘To be a Toyota in the Furniture
Industry’ and ‘The Bed is not Furniture, it's Science’

Sung-Kuk Yang*
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ixed fates of ‘To be a toyota
in the furniture industry’ and ‘The bed is not furniture, it’s science’.
I want to find out how the leading companies in the furniture industry and
bed industry in Korea have reached today. In other words, I want to compare
the management strategies of BIF(Borneo International Furniture Co) and Ace
Bed.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growth and decline of BIF, which was ranked
first in the evaluation of domestic furniture brands in Korea furniture brand
evaluation.
From 1962 to 1988, after listing the stock market and entering court
administration in 1991, I will examine the path that BIF have followed and
draw up the problems.
Next I take a look at the successful growth of Ace Bed with the slogan is
‘The bed is not furniture, it’s science.’ Since the founding, I would like to
find out why it has contributed to growth while maintaining its unique status.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process are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Korean furniture industry and bed industry.
<Key Words> BIF(Borneo International Furniture Co), Ace Bed, Business Strategy,
Furniture Industry, Sleep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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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과 소유ㆍ경영 승계: LG와 두산의 비교
1)김

동 운*

요 약
LG그룹과 두산그룹의 동일인이 2019년 5월 3세대(구본무, 박용곤)에서 4세대(구광모,
박정원)로 변경되었다. LG 구광모는 2018년 6ㆍ11월에 이미 그룹회장ㆍ동일인이 된 상
태였으며, 두산 박정원은 2016년에 그룹회장이 되었고 2019년 7월 동일인이 될 예정이
었다. 한국재벌 중 4세대로의 승계가 완료된 것은 LG와 두산뿐이다. 본 논문은 두 재벌
에서 오너 일가가 소유ㆍ경영에 어느 정도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4세대로의 승계가 어떻
게 진행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구성원은 ㈜LG 구광모 일가 23명, ㈜두산 박정원 일가
34명이며, 세대별로는 각각 ‘2세대 1명, 3세대 10명, 4세대 12명’, ‘3세대 7명, 4세대
14명, 5세대 13명’이다. ㈜LG에서는 3세대 지분이 줄곧 우위를 보인 반면, ㈜두산에서는
2007년부터 4세대 지분이 더 많았다. 4세대로의 ‘지주회사최대주주ㆍ그룹동일인 신분 및
소유권’ 승계는 ㈜LG(구광모)에서는 2018년에, ㈜두산(박정원)에서는 2019년에 진행되었
는데, 박정원은 2017년에 이미 1위 주주가 되었고 2019년에 공식적인 최대주주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지주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가족구성원은 ㈜LG 구광모 일가 3명, ㈜두산 박정원 일가
10명이며, 세대별로는 각각 ‘3세대 2명, 4세대 1명’, ‘3세대 4명, 4세대 6명’이다. 이들
은 모두 지주회사의 주요 주주들이다. 4세대로의 ‘지주회사대표이사회장ㆍ그룹회장 신분
및 경영권’ 승계는 ㈜두산(박정원)에서는 2016년에, ㈜LG에서는 2018년에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산그룹 4세대의 승계는 ‘2000년 경영권 승계 시작 → 2007년 소
유권 1차 승계 완료 → 2016년 경영권 승계 완료 → 2019년 소유권 승계 최종 완료’ 등
20년에 걸쳐 4단계로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LG그룹 4세대의 승계는 ‘2015년 경영권
승계 시작 → 2018년 6월 경영권 승계 완료 → 2018년 11월 소유권 승계 완료’ 등 4년
의 짧은 기간에 3단계로 진행되었다.
<주제어> 재벌, 가족 소유ㆍ경영, 4세대 승계, LG, 두산, 구광모,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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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은 LG그룹과 두산그룹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가족 소유 및 경영을 비교 분
석한다. 2019년 5월 현재 LG는 대규모집단 순위 4위이고 자산총액은 129.6조 원 그리
고 계열회사는 75개이다. 이에 비해 두산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순위는 15위, 자산총
액은 28.5조 원, 계열회사는 23개이다. 반면, 두산의 역사는 2020년 1월 현재 124년
(1896년 창립)으로 한국재벌 중 가장 길며, LG의 역사는 73년(1947년 창립)이다.
두 그룹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4세대 재벌’이라는 점이다. 한국재벌 중 4세대로
의 승계가 완료된 것은 LG와 두산 2개뿐이다. 현재의 4세대 그룹 동일인 겸 그룹회장
은 구광모(42세, 1978년 생), 박정원(58세, 1962년 생)이다. LG에서는 ‘1세대 구인회
-2세대 구자경-3세대 구본무-4세대 구광모’로 그리고 두산에서는 ‘박승직-박두병-박
용곤-박정원’으로 승계가 진행되었다. 모두 장자(長子)상속이었다. 3세대에서 4세대로
의 승계는, LG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완결된 반면, 두산에서는 2007년(실질적 소
유), 2016년(경영), 2019년(공식적 소유) 등 13년의 기간 동안 간격을 두고 나뉘어 진
행되었다. ‘경영’을 기준으로 하면 두산이 최초의 4세대 재벌이고, ‘소유 및 경영’을 기
준으로 하면 LG가 최초의 4세대 재벌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이후 두 재벌에서 오너 일가 구성원들이 소유와 경영에 어느
정도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3세대에서 4세대로의 승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를 비교하고 그 의의를 토론한다. 최근 한국재벌에서는 2ㆍ3ㆍ4세대로의
대물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의 30대 재벌 ‘동일인’의 세대별
분포는 ‘4세대 2명, 3세대 7명, 2세대 16명, 1세대 5명’이다. ‘4세대 2명’은 LG 구광
모와 두산 박정원이며, LG와 두산의 경험은 다른 재벌들에서의 승계를 이해하고 연구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LG와 두산의 2019년 현재 지배구조
의 전체적인 모습을 소개한다. 이어 제Ⅲ장과 제Ⅳ장에서 각각 친족 지분 및 소유권 승
계 그리고 친족 임원 및 경영권 승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며, 연구의 한계와 추후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Ⅱ. LG와 두산의 지배구조, 2019년
2019년 6월 현재 LG그룹과 두산그룹은 계열회사의 대부분이 지주회사체제로 조직
되어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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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의 ㈜LG는 2001년 이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다. 두산그룹의 ㈜두산은
2009~201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었는데, 2015년 이후 ‘지주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1) ㈜LG는 자회사 지분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이고, ㈜두산은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지주회사이다.
<표 1> LG와 두산의 지배구조, 2019년 6월
LG그룹

두산그룹

그룹 계열회사

73개 = [㈜LG + 71개] + 1개
(상장회사 12개)

24개 = [㈜두산 + 21개] + 2개
(상장회사 6개)

동일인
지주회사
자/손자/증손 회사

구광모
㈜LG(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13개 / 50개 / 8개

박정원
㈜두산(실질적인 지주회사)
10개 / 8개 / 3개

지주회사 지분

46.56%

47.24%

친족

44.10：구광모
기타 가족

특수관계인

15.00

43.62：박정원

29.10(30명)

기타 가족

7.41
36.21(26명)

2.46：비영리법인

2.46

3.62：비영리법인

3.61

임원

0.00

임원

0.01

지주회사 친족 임원 1명

5명

등기임원

구광모(대표이사회장; 그룹회장)

박정원(대표이사회장; 그룹회장)

미등기임원

-

박용만(회장), 박지원(부회장)
박석원(부사장), 박서원(전무)

출처：반기보고서.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 요건은 2가지이다: 지주비율(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중 자회사들에 대
한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 50% 이상;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1999~2000년), 300억 원 이상
(2001년), 1,000억 원 이상(2002년 이후). ㈜두산의 지정 제외 이유는 ‘지주비율 50% 미만’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신고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소수의 지주회사들이며, 그렇지 않은 실질
적인 지주회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 제외’가 반복되기
도 한다(김동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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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에서는 73개 계열회사 중 72개가 ㈜LG 및 계열회사이고, 두산그룹에서는
24개 회사 중 22개가 ㈜두산 및 계열회사이다.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전체 계열회사
중 지주회사체제 편입 회사의 비율)은 각각 99%, 92%이다. ㈜LG와 ㈜두산의 최대주
주는 각각 구광모, 박정원이다. 구광모는 2018년 11월에 그리고 박정원 2019년 7월
에 최대주주가 되었다.
즉 LG그룹은 ‘구광모 → ㈜LG → 자회사 13개 → 손자회사 50개 → 증손회사 8개’
의 지배구조를, 그리고 두산그룹은 ‘박정원 → ㈜두산 → 자회사 10개 → 손자회사 8개
→ 증손회사 3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주회사에 대한 가족 지분은 44%대(㈜LG), 43%대(㈜두산)로 엇비슷한 반면 최대주
주 지분은 구광모(15%)가 박정원(7.41%)보다 2배 이상 많다. 두 사람 모두 지주회사
대표이사회장이며 그 자격으로 ‘그룹회장’ 직책도 가지고 있다. ㈜LG에는 가족 임원이
구광모 혼자이며, ㈜두산에는 박정원 외에 4명(3세대 박용만; 4세대 박지원, 박석원,
박서원)도 임원이다.

Ⅲ. 친족 지분 및 4세대의 소유 승계
1. 지주회사에 대한 친족 지분
LG그룹과 두산그룹에 대한 구광모 일가와 박정원 일가의 소유권 장악은 각각 2001
년,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그룹 핵심 계열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LG) 전환되는 중이었고(㈜두산) 이후 지주회사에 대한 가족 지분이 확고해지고 강화되
었다(<표 2>).
지주회사의 설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재벌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9년
2월 허용되었다. 계열회사들 간에 출자가 순환적ㆍ중층적으로 얽힌 종래의 순환출자구
조를 지양하고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투명한 소유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증
여세, 법인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으로(이은정, 2018), 2007~
2008년에는 지주회사 보유 자회사 지분(상장회사 30% → 20%; 비상장회사 50% →
40%) 및 지주회사 부채비율(100% 이하 → 200% 이하) 하향 조정, 100% 증손회사 설
립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는 비용 부담을 덜면서 그룹에 대
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분할 등의 방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에 적극적이었다(김동운, 2017).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오너 일가는 지주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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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분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늘어난 지분을 가
족구성원들 간에 그리고 후세대에게 신축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LG화학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LGCI로 전환되었으며 2003년 ㈜LG로
확대 개편되었다. ㈜두산은 2008년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으며, 2009~2014
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된 이후 2015년부터는 실질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2)
<표 2> 지주회사의 친족 및 특수관계인 지분, 2000~2019년 (%)
㈜LG

㈜두산

최대
주주

기타

친족

특수
관계인

합

최대
주주

기타

친족

특수
관계인

합

2000

1.57

8.26

8.26

9.65

17.91

5.12

14.92

20.04

44.15

64.19

2001

4.62

32.00

36.62

9.23

45.85

5.00

13.48

18.48

42.58

61.06

2002

4.62

30.18

34.80

9.24

44.04

4.17

9.91

14.08

38.03

52.11

2003

5.46

32.95

38.41

11.96

50.37

4.14

12.00

16.14

32.45

48.59

2004

10.26

38.88

49.14

2.46

51.60

3.98

11.51

15.49

27.07

42.56

2005

10.33

38.52

48.85

2.46

51.31

3.70

13.68

17.38

21.82

39.20

2006

10.51

36.48

46.99

2.46

49.45

3.69

17.85

21.54

17.58

39.12

2007

10.51

35.73

46.24

2.46

48.70

3.63

31.88

35.51

2.01

37.52

2008

10.51

35.63

46.14

2.46

48.60

3.52

30.91

34.43

2.21

36.64

2009

10.68

35.45

46.13

2.46

48.59

3.46

30.78

34.24

2.16

36.40

2010

10.72

35.41

46.13

2.46

48.59

3.43

30.89

34.32

2.31

36.63

2011

10.83

35.30

46.13

2.46

48.59

1.05

33.66

34.71

2.63

37.34

2012

10.91

35.22

46.13

2.46

48.59

1.39

40.50

41.89

3.00

44.89

2013

11.00

35.12

46.12

2.46

48.58

1.38

40.46

41.84

3.00

44.84

2014

11.00

35.08

46.08

2.46

48.54

1.36

39.75

41.11

2.94

44.05

2) ① (2001년 4월) LG화학이 지주회사 ㈜LGCI로 전환, 2개 회사 분할 신설(LG화학, LG생활건강);
(2002년 4월) LG전자가 지주회사 ㈜LGEI로 전환, 1개 회사 분할 신설(LG전자); (2002년 8월)
㈜LGCI가 2개 회사로 분할, 1개 회사 신설(㈜LGCI; LG생명과학); (2003년 3월) ㈜LGCI가 ㈜
LGEI 합병, ㈜LG로 상호 변경. ② (1998년 9월) 오비맥주가 8개 계열회사를 합병하고 ㈜두산으
로 상호 변경; (2006년 1월) ㈜두산의 지주회사로의 전환 선언; (2007년 12월) ㈜두산이 3개 회
사로 분할, 2개 회사 신설(㈜두산; 두산타워, 두산생물자원); (2008년 3월) ㈜두산의 목적사업에
‘지주기능’ 항목 추가,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전환; (2008년 10월) ㈜두산이 2개 회사로 분할, 1개
회사 신설(㈜두산; 두산동아); (2008년 12월) ㈜두산이 2개 회사로 분할, 1개 회사 신설(㈜두산;
테크팩솔루션); (2009년 1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지정; (2014년 12월) 공정거래법상 지주
회사에서 제외(김동운 2011, 20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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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두산

최대
주주

기타

친족

특수
관계인

합

최대
주주

기타

친족

특수
관계인

합

2015

11.28

34.70

45.98

2.46

48.44

1.36

39.31

40.67

3.38

44.05

2016

11.28

34.38

45.66

2.46

48.12

1.43

41.37

42.80

3.57

46.37

2017

11.28

32.91

44.19

2.46

46.65

1.51

43.55

45.06

3.74

48.80

2018

15.00

29.09

44.09

2.46

46.55

1.59

45.87

47.46

3.62

51.08

2019

15.00

29.10

44.10

2.46

46.56

7.41

36.21

43.62

3.62

47.24

주：1) 2000~2018년 – 12월 또는 이듬해 3월 현재; 2019년 – 6월(㈜LG) 또는 7월(㈜두산) 현재.
2) ㈜LG：LG화학(2000년), ㈜LGCI(2001~02), ㈜LG(2003~19).
3) 최대주주：[㈜LG] LG연암학원(2000년), 구본무(2001~17), 구광모(2018~19);
[㈜두산] 박용곤(2000~18), 박정원(2019).
4) 특수관계인：[㈜LG] 비영리법인+계열회사+임원(2000~03년),
비영리법인+임원(2004~12, 19), 비영리법인(2013~18);
[㈜두산] 비영리법인+계열회사(2000~06년), 비영리법인(2007),
비영리법인+임원(2008~19).
출처：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첫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직전인 2000년 현재 LG화학에서는 친족
지분(8.26%)이 특수관계인 지분(9.65%)보다 적었고 최대주주는 비영리법인인 LG연암
학원이었다. 2001년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친족 지분은 36%대로 뛰었고 최대주주는
3세대 구본무로 변경되었다. 친족 지분은 2004년까지 49%대로 더욱 높아졌으며, 이
후 40%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조금씩 감소하여 2019년에는 44.10%이다.
최대주주 지분은 증가 추세를, 기타 친족 지분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대주주 구본
무의 지분은 2001년 4%대에서 2004년 10%대가 되었으며, 이후 매년 조금씩 늘어나
2017년에는 11.28%였다. 2018년 11월 최대주주가 된 구광모의 지분은 15%로 더욱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타 친족 지분은 38%대(2004년)에서
29%대(2018~19년)로 줄어들었다.
둘째, ㈜두산에서는 2000년 이후 최대주주는 3세대 박용곤인 가운데 2005년까지
친족 지분(15~20%대)이 특수관계인 지분(21~44%대)보다 적었다. 하지만 지주회사로
의 전환이 선언된 2006년에는 특수관계인 지분(17%대)보다 친족 지분(21%대)이 많아
졌으며,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전환되기(2008년 3월) 직전인 2007년 12월에는 35%대
로 1.6배 증가하였다. 이후 친족 지분은 증가 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41%대가 되었
고 2018년에는 47%대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LG에서와는 달리, 최대주주 지분은 적은 가운데 감소 추세를, 기타 친족 지분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대주주 박용곤의 지분은 2007~2019년 3%대, 201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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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였으며, 기타 친족 지분은 2007년 31%대에서 2018년에는 45%로 1.4배 증가하
였다. 하지만 2019년 들어 큰 변화가 생겼다. 7월에 바뀐 새 최대주주(박정원) 지분이
7%대로 크게 늘어난 반면 기타 친족 지분(36%대) 및 전체 친족 지분(43%대)은 줄어들
었다.
셋째, 2019년 현재 ㈜LG와 ㈜두산 모두에서 친족 지분은 각각 44%대, 43%대로
지주회사 및 그룹에 대한 가족 소유권 장악은 확고한 상태이다. 특히 4세대 구광모와
박정원이 새 최대주주가 되면서 3세대 최대주주 지분보다 크게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3)

2. 4세대의 소유 승계
1) 개관
㈜LG에서는 2019년까지 3세대 지분이 줄곧 우위를 보인 반면, ㈜두산에서는 2007
년부터 4세대 지분이 더 많아졌다. 또 4세대로의 ‘최대주주 신분 및 소유권’ 승계는 ㈜
LG(구광모)에서는 2018년에, ㈜두산(박정원)에서는 2019년에 진행되었다. 박정원은
2007년에 1위 주주가 되었으며, 2019년에 공식적인 최대주주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표 3>, <표 4>).
<표 3> 지주회사의 친족 지분, 2000~2019년: (1) 세대별 지분 (%)
2000
2010

2001
2011

2002
2012

2003
2013

2004
2014

2005
2015

2006
2016

2007
2017

2008
2018

2009
2019

0.10

0.39

0.38

0.58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0.96

2.87

13.94

14.63

19.06

35.77

36.12

34.98

33.99

33.99

33.97

34.11

34.34

34.48

34.57

33.45

33.33

32.82

32.59

21.18

21.18

0.77

2.08

2.16

1.90

5.79

5.81

5.94

7.54

7.69

7.83

7.87

7.87

7.87

7.83

8.92

9.37

9.91

9.01

20.29

20.29

[㈜LG]
2세대
3세대
4세대

3) 한편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의 지분은 2004년(㈜LG), 2007년(㈜두산)부터 없어졌다. 계열회사
간의 순환출자가 해소되고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단순 명료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영리법인 지분은 2000년 이후 1~3%대에서 존속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에는 ㈜LG 2.46%
(LG연암학원 2.13% + LG연암문화재단 0.33%) 그리고 ㈜두산 3.61%(두산연강재단 3.09% + 동
대문미래재단 0.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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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10

2001
2011

2002
2012

2003
2013

2004
2014

2005
2015

2006
2016

2007
2017

2008
2018

2009
2019

19.42

17.86

13.53

15.60

14.99

13.93

13.90

12.51

11.82

11.70

11.89

9.61

11.79

11.78

11.57

11.13

11.71

12.33

12.99

11.40

[㈜두산]
2세대
3세대
4세대

0.63

0.63

0.54

0.52

0.50

3.44

7.64

22.82

22.38

22.27

22.11

24.76

29.68

29.67

29.11

29.11

30.64

32.26

33.95

31.70

0.22

0.26

0.30

0.47

0.55

0.55

0.34

0.34

0.41

0.41

0.42

0.42

0.43

주：1) 2000~2018년 – 12월 또는 이듬해 3월 현재; 2019년 – 6월(㈜LG) 또는 7월(㈜두산) 현재.
2) ㈜LG：2세대 – 구자경 1명, 3ㆍ4세대 – 구자경 자녀 4남2녀 일가
(1남 구본무, 1녀 구훤미, 2남 구본능, 3남 구본준, 2녀 구미정, 4남 구본식).
3) ㈜두산：박용곤 형제 5남1녀 일가(1남 박용곤, 1녀 박용언, 2남 박용오, 3남 박용성,
4남 박용현, 5남 박용만; 박용언(2000~02년), 박용오(2000~07년) 일가는
일부 연도에만 관련됨.
출처：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표 4> 지주회사의 친족 지분, 2000~2019년: (2) 주요 개인별 지분 (%)
2000
2010

2001
2011

2002
2012

2003
2013

2004
2014

2005
2015

2006
2016

2007
2017

2008
2018

2009
2019

0.69
10.72

4.62
10.83

4.62
10.91

5.46
11.00

10.26
11.00

10.33
11.28

10.51
11.28

10.51
11.28

10.51
-

0.68

구광모

0.04
4.72

0.12
4.72

0.14
4.72

0.27
4.84

2.80
5.94

2.80
6.03

2.85
6.24

4.45
6.24

4.58
15.00

4.67
15.00

구본능

0.34
5.04

2.03
5.07

1.99
5.13

2.37
5.13

4.76
4.03

4.76
3.45

4.99
3.45

5.01
3.45

5.01
3.45

5.01
3.45

구본준

0.54
7.63

2.89
7.72

3.71
7.72

3.58
7.72

7.34
7.72

7.50
7.72

7.58
7.72

7.58
7.72

7.58
7.72

7.58
7.72

구본식

0.31
4.48

1.66
4.48

1.66
4.48

2.12
4.48

4.30
4.48

4.30
4.48

4.46
4.48

4.46
4.48

4.46
4.48

4.46
4.48

5.12
3.43

5.00
1.05

4.17
1.39

4.14
1.38

3.98
1.36

3.70
1.36

3.69
1.43

3.63
1.51

3.52
1.59

3.46
-

박정원

0.15
4.10

0.15
5.35

0.13
6.41

0.13
6.40

0.12
6.29

0.68
6.29

1.46
6.62

4.24
6.96

4.15
7.33

4.13
7.41

박지원

0.08
2.73

0.08
3.57

0.07
4.27

0.07
4.27

0.07
4.19

0.42
4.19

0.94
4.41

2.82
4.64

2.77
4.89

2.75
4.94

[㈜LG]
구본무

[㈜두산]
박용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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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10

2001
2011

2002
2012

2003
2013

2004
2014

2005
2015

2006
2016

2007
2017

2008
2018

2009
2019

박용성

3.58
2.45

3.49
2.48

2.92
3.04

2.90
3.04

2.79
2.98

2.59
2.98

2.58
3.14

2.54
3.31

2.49
3.48

2.47
3.48

박용현

3.52
2.42

3.44
2.45

2.87
3.00

2.85
3.00

2.74
2.95

2.55
2.95

2.55
3.10

2.51
3.26

2.46
3.44

2.44
3.44

박용만

1.86
3.43

1.82
3.47

1.73
4.17

3.88
4.17

3.72
4.09

3.46
3.65

3.45
3.84

3.40
4.04

3.33
4.26

3.31
4.26

주：1) ㈜LG：3세대 - 구본무, 구본능, 구본준, 구본식; 4세대 - 구광모.
2) ㈜두산：3세대 - 박용곤,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 4세대 - 박정원, 박지원.
출처：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2000~2019년 사이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가족구성원은 ㈜LG 구광모 일가 23명,
㈜두산 박정원 일가 34명이며, 매년 지분에 참여한 인원은 각각 18~22명, 15~27명이
다. 세대별로는, 구광모 일가 ‘2세대 1명, 3세대 10명, 4세대 12명’이며, 박정원 일가
‘3세대 7명, 4세대 14명, 5세대 13명’이다.
가족구성원 23명(㈜LG), 34명(㈜두산) 중 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각각 5명
(3세대 4명, 4세대 1명), 14명(4명, 10명)이다. ㈜LG 관련 5명은 3세대 구본무 및 남
자 형제 3명(구본능, 구본준, 구본식) 그리고 구본무 양자 구광모이다. 또 ㈜두산 관련
14명은 3세대 박용곤 및 남자 형제 3명(박용성, 박용현, 박용만) 그리고 이들 4명의 자
녀 3ㆍ2ㆍ3ㆍ2명씩 모두 10명이다(박정원, 박지원, 박혜원; 박진원, 박석원; 박태원,
박형원, 박인원; 박서원, 박재원).

2) 3세대와 4세대의 지분
㈜LG에서는 지주회사 첫 해인 2001년 3세대 지분은 13%대, 4세대 지분은 2%대였
다. 통합지주회사 ㈜LG가 출범한(2003년 3월) 이듬해인 2004년에는 3ㆍ4세대 지분이
각각 35%대, 5%대로 늘어난 가운데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 상황은 2017년까지 계속
되어, 3세대 지분은 32~36%대에서 감소 추세를, 4세대 지분은 5~9%대에서 증가 추
세를 보였으며, 2017년에는 각각 32%대, 9%대였다. 2018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 3
세대 구본무가 사망하고 지분을 4세대 구광모가 물려받으면서 3세대 지분은 21%대, 4
세대 지분은 20%대가 되었는데, 격차가 1% 가량으로 줄어들었지만 3세대의 우위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두산에서는 2007년에 4세대 지분이 3세대 지분보다 많아졌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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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4세대 지분은 2000~2004년 0.5~0.6%대, 2005년 3%대, 2006
년 7%대였고, 같은 기간 3세대 지분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3~19%대로 월등
하게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2007년 4세대 지분이 1.8배 많은 상태로(12%대
vs. 22%대) 역전되었다. 2007년 친족 지분이 이전의 21%대서 35%대로 늘어나면서
증가분의 대부분이 4세대에게 배정된 때문이었다. 4세대 지분은 2006년 7%대에서
2007년 22%대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3세대 지분은 13%대에서 12%대로 줄어들었
다. 이후 4세대 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33%대가 되었으며, 3세대
지분은 11~12%대가 유지되었다. 2019년 현재에는 4세대가 2.8배(11%대 vs. 31%대)
더 많다.4)

3) 4세대 박정원과 구광모의 소유 승계
4세대 박정원의 소유권 승계는 2007년 시작되었다. 2006년 1.4%대에서 2007년
4.2%대로 2.9배 증가하면서 ㈜두산의 ‘1위 주주’가 된 것이다. 이후 지분은 꾸준히 늘
어나 2018년에는 7.3%대였다. 하지만, ㈜두산의 공식적인 최대주주 그리고 그룹 동일
인은 아버지 박용곤(지분 1~3%대)이었으며, 따라서 소유권의 완전한 승계는 이루어지
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2019년 3월 박용곤이 세상을 떠나고 7월 지분(1.59%) 상
속이 마무리되면서 박정원은 지주회사 최대주주 겸 그룹 동일인으로 비로소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지분은 7.4%대로 조금 늘어났다. 2007년 1위 주주가 된지 12년 그리고
2016년 대표이사회장이 되어 경영권을 승계한지 3년이 지난 뒤였다.
반면, 4세대 구광모의 소유권 승계는 2018년에 완료되었다. 구본능의 아들인 구광
모는 2004년 구본무의 양자로 입적되었으며, 이후 그의 지분은 꾸준히 늘어나 2004년
2.8%대에서 2017년에는 6.2%대가 되었다. 2014~2017년 구광모는 구본무와 구본준
에 이어 3위 주주였다. 2018년에 이러한 상황은 급변하였다. 5월 구본무가 세상을 떠
났고, 11월 구본무 지분(11.28%)의 거의 대부분이 아들에게로 상속되면서 구광모의
지분은 2017년 6.24%에서 2018년에는 15%로 2.4배 증가하였고 최대주주 및 그룹
동일인 신분 또한 물려받았다. 6월 대표이사회장에 취임하여 경영권을 승계한지 5개월
만에 소유권 또한 승계하게 되었다.
두산그룹 4세대의 소유 승계는 ‘2007년 1차 및 실질적 완료 → 2019년 2차 및 공
식적 완료’의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LG그룹 4세대의 소유 승계는 ‘2018년 1차 및 실
질적ㆍ공식적 완료’의 1단계로 진행되었다. 두산의 승계 과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
4) 3ㆍ4세대 외에 ㈜LG에는 2세대(2000년 이후)가, ㈜두산에는 5세대(2007년부터)가 지분을 가지
고 있다. 크기는 각각 0.1~0.9%대, 0.2~0.5%대로 미미하다. ㈜LG 2세대 구자경은 2019년 말에
세상을 떠났으며, ㈜두산 5세대 지분은 조금씩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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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3ㆍ4세대 일가 및 가족구성원이 많은 상황에서 ‘가족 공동 소유’의 전통을 안정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LG에서의 승계 또
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지분이 상속된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사례
로 볼 수 있다.

Ⅳ. 친족 임원 및 4세대의 경영 승계
1. 친족 임원：지주회사 포함 5개 상장회사
2000~2018년 사이 그룹의 주요 5개 상장회사 경영에 참여한 가족구성원은 LG 구
광모 일가 4명(2세대 1명 + 3세대 2명 + 4세대 1명) 그리고 두산 박정원 일가 14명(3
세대 4명 + 4세대 10명)이다. 2018년 현재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각각 2명
(0+1+1명), 9명(1+8명)이다(<표 5>).
<표 5> 친족 임원, 2000~2018년: (1) 5개 상장회사 (년)
[LG]

회사(개) 기간(년)

㈜LG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상사

00-06

07-09

두산인프라코어

오리콤

05-07

00-01

[2세대]
구자경

1

1

07

구본무

2

18

00-17

구본준

5

19

16-18

2

4

15-16,18

[3세대]
00-02
16-18

02,10-18

[4세대]
구광모
[두산]

회사(개) 기간(년)

㈜두산

17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3세대]
박용곤

2

10

00-02

08-10

11-14
박용성

4

15

00-02

00-14

09-14

09-14

박용현

3

13

09-11

11,13-16

05-17

박용만

5

19

00-05

00-11

04,09-10

07-18

15-16

05-18

00-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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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05-18

08-11

오리콤

[4세대]
박정원

3

19

00-18

박지원

2

19

09-18

박혜원

2

11

05-06

박진원

2

8

13-14

박석원

1

4

2018

박태원

1

14

박형원

1

8

박인원

1

9

박서원

2

5

박재원

1

1

00-18

08-18
05-10

07-09
05-18
07-14
10-18

15-18

14-18
2018

출처：사업보고서

첫째, 구광모 일가 4명은 2세대 구자경, 3세대 구본무와 둘째 동생 구본준, 그리고
구본무의 양자 4세대 구광모이다. 박정원 일가 14명 중에서는 4명은 3세대 박용곤, 박
용성, 박용현, 박용만 4형제이며, 4세대 10명은 3세대 4명의 자녀 10명(남자 8명, 여
자 2명) 모두이다: (박용곤) 1남 박정원, 1녀 박혜원, 2남 박지원; (박용성) 1남 박진원,
2남 박석원; (박용현) 1남 박태원, 2남 박형원, 3남 박인원; (박용만) 1남 박서원, 1녀
박재원.
두산 14명은 모두 지주회사 ㈜두산의 주요 주주들이다. 반면, LG 4명 중에서는 3ㆍ
4세대 3명이 지주회사 ㈜LG의 주요 주주이며, 다른 주요 주주 2명(구본능, 구본식; 구
본무의 첫째, 셋째 동생)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LG의 경영은 3세대 구본무ㆍ구본준 형제 ‘2인 체제’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8년 4
세대 구광모 ‘1인 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비해, 두산의 경영은 3ㆍ4세대 ‘공동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4세대의 역할이 점차 커졌고 2016년부터 4세대 박정원 체제가 구축
되어 오고 있다.
둘째, LG 4명 중 구본준은 5개 회사 모두에 임원 직책을 가졌다. 구본무와 구광모는
같은 2개 회사(㈜LG, LG전자)에, 구자경은 1개 회사(LG화학)에 관여하였다.5) 구본무
는 지주회사 ㈜LG(2000~17년)에 주력한 반면 구본준은 LG전자(2010~18년)를 중심
으로 그 이전에는 다른 2개 회사(LG상사, LG디스플레이)에, 그 이후에는 나머지 2개
5) 임원직 보유 기간은 구본준이 전 기간인 19년(2000~18년)으로 가장 길다. 그다음이 구본무 18년
(2000~17년), 구광모 4년(2015~18년), 구자경 1년(2007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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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LG, LG화학)에도 관여하였다. 2016년부터는 주력 3개 회사(㈜LG, LG전자,
LG화학)의 임원이었다.
그룹의 경영은 3세대 구본무ㆍ구본준 형제의 투톱 체제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6월 4세대 구광모가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2019년 3월 구본준이 경영
일선에 물러나고 구광모 원톱 체제가 구축되었다.
셋째, 두산의 14명 중에서는 4명 3세대(2~5개 회사)가 10명 4세대(1~3개 회사)에 비
해 보다 많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3세대 박용만이 유일하게 5개 회사 모두에 임
원직을 보유하였다. 그리고 4개 회사 관련 1명(3세대 박용성), 3개 회사 관련 2명(3세대
박용현, 2세대 박정원), 2개 회사 관련 5명(3세대 박용곤, 2세대 박지원, 박혜원, 박진원,
박서원), 1개 회사 관련 5명(2세대 박석원, 박태원, 박형원, 박인원, 박재원) 등이다.6)
2018년 현재에는 14명 중 9명(3세대 1명 + 2세대 8명)이 5개 상장회사의 임원이
다. ㈜두산 5명, 나머지 4개 회사 각각 2명씩이다. ㈜두산(1+4명)과 두산인프라코어
(1+1명)에는 3ㆍ4세대가 함께 임원이고 3개 회사에는 4세대 임원만 있다. 또 9명 중
3세대 박용만과 4세대 3명(박정원, 박지원, 박서원)은 2개 회사에, 4세대 5명은 각각
1개 회사에 임원 직책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 이후 3세대와 4세대가 ‘공동 경영’을 하는 가운데 경영권
이 4세대로 서서히 이동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세대 박용곤은 2014년까지 그리고
박용성과 박용현은 2017년까지 임원이었고, 4세대 박인원, 박서원, 박재원은 2010년
이후에 임원이 되었다.

2. 4세대의 경영 승계
1) 개관
4세대로의 경영권 승계는 ㈜LG(구광모)에서는 2018년에 그리고 ㈜두산(박정원)에서
는 2016년에 진행되었다(<표 6>; <표 5> 참조).
첫째, 2000~2018년 사이 지주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가족구성원은 ㈜LG 구광모 일
6) 임원직 보유 기간은 3세대가 대체로 더 길다. 3세대 4명과 4세대 4명이 10년 이상 동안 임원직
을 보유하였다. 3세대 박용만과 4세대 박정원, 박지원이 전 기간인 19년(2000~18년)으로 가장
길다. 박정원은 ㈜두산에 그리고 박지원은 두산중공업에 2000년 이후 줄곧 관여하였으며, 박용만은
㈜두산에 2006년을 제외하고 임원직을 보유하였다. 그다음이 박용성 15년(3세대; 2000~14년),
박태원 14년(4세대; 2005~18년), 박용현 13년(3세대; 2005~17년), 박혜원 11년(4세대; 2008~
18년), 박용곤 10년(3세대; 2000~02, 08~10, 11~14년) 등이다. 14명 중 나머지 4세대 6명은
9~1년 사이의 기간 동안 임원이었다. 박인원(9년), 박진원(8년), 박형원(8년), 박서원(5년), 박석원
(4년), 박재원(1년) 등의 순이다. 이들 중 박재원은 2018년에 처음 두산인프라코어의 임원이 되
어, 아버지 박용만과 함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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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명, ㈜두산 박정원 일가 10명이다. 이들은 모두 지주회사의 주요 주주들이다.
둘째, 세대별로 보면, 구광모 일가 ‘3세대 2명, 4세대 1명’이고, 박정원 일가 ‘3세대
4명, 4세대 6명’이다. 이들 중 2018년 현재에도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각 2명
(3세대 1명 + 4세대 1명), 5명(1명 + 4명)이다.
셋째, ㈜LG 3명은 3세대 구본무와 구본준, 4세대 구광모이다. ㈜두산 10명 중 4명
은 3세대 박용곤,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이고, 4세대 6명은 3세대 3명의 자녀 7명 중
일부(남자 5명, 여자 1명)이다: (박용곤) 1남 박정원, 1녀 박혜원, 2남 박지원; (박용성)
1남 박진원, 2남 박석원; (박용만) 1남 박서원.

2) 두산 4세대 박정원의 경영 승계
4세대 중 선두주자인 박정원은 박용곤의 장남이다. 2000년부터 ㈜두산의 경영에 관
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줄곧 이사회 멤버였다. 2000~02년에는 대표이사(부사장, 사장),
2003~10년에는 상근이사 또는 비상근이사, 2011~15년에는 상근이사(회장)였다. 이
어 2016년 54세(1962년 생)의 늦은 나이에 대표이사회장 겸 그룹회장에 취임하여 경
영권을 공식 승계하였다. 2007년 ㈜두산의 1위 주주가 되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승
계한지 9년만이었다. 경영권 승계 3년 뒤인 2019년 7월에는 최대주주 및 그룹 동인인
신분 또한 물려받아 12년 만에 소유ㆍ경영 승계를 마무리하였다.
박정원 외에 ㈜두산에는 4세대 6명이 더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2명(박혜원, 박진원)
을 제외한 4명은 2018년 현재에도 임원이다. 친동생 박지원(등기사장, 미등기 사장ㆍ
부회장)은 2009년부터, 사촌인 박서원(전무)과 박석원(부사장)은 각각 2015년, 2018
년부터 경영에 관여하였다. 박지원은 ㈜두산의 자회사로서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계열회사 두산중공업의 경영에 2000년 이후 깊숙이 관여해 오고 있다. 상근
이사, 부사장을 거쳐 2007~15년에는 대표이사(사장, 부회장)였으며, 2016년부터 대표
이사회장이다. 같은 해 형 박정원은 ㈜두산의 대표이사회장으로 승진하여 핵심 2개 회
사를 형제가 나누어 담당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박정원 외에 ㈜두산에는 4세대 6명이 더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2명(박혜원, 박진원)
을 제외한 4명은 2018년 현재에도 임원이다. 친동생 박지원(등기사장, 미등기 사장ㆍ
부회장)은 2009년부터, 사촌인 박서원(전무)과 박석원(부사장)은 각각 2015년, 2018
년부터 경영에 관여하였다. 박지원은 ㈜두산의 자회사로서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계열회사 두산중공업의 경영에 2000년 이후 깊숙이 관여해 오고 있다. 상근
이사, 부사장을 거쳐 2007~15년에는 대표이사(사장, 부회장)였으며, 2016년부터 대표
이사회장이다. 같은 해 형 박정원은 ㈜두산의 대표이사회장으로 승진하여 핵심 2개 회
사를 형제가 나누어 담당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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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친족 임원, 2000~2018년: (2) 지주회사
㈜LG
[구본무

구본준]

㈜두산
[구광모]

[박용만]

[박정원

2000 대표회장

대표사장 대표부사장

2001 대표회장

대표사장

대표사장

2002 대표회장

대표사장

대표사장

2003 대표회장

대표사장

상근이사

2004 대표회장

박지원

박석원

박서원]

대표부회장 상근이사

2005 대표회장

대표

비상근이사

2006 대표회장

비상근이사

2007 대표회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2008 대표회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2009 대표회장

대표회장 비상근이사 등기사장

2010 대표회장

대표회장 비상근이사 등기사장

2011 대표회장

대표회장

등기회장

사장

2012 대표회장

대표회장

등기회장

부회장

2013 대표회장

대표회장

등기회장

부회장

2014 대표회장

대표회장

등기회장

부회장

상무

대표회장

등기회장

부회장

전무

상무

회장

대표회장

부회장

전무

회장

대표회장

부회장

전무

회장

대표회장

부회장

2015 대표회장
2016 대표회장

부회장

2017 대표회장

부회장

2018

부회장

대표회장

부사장

전무

주：1) 12월 또는 이듬해 3월 현재.
2) 대표 = 대표이사; 대표ㆍ상근ㆍ비상근 이사 = 등기임원;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 미등기임원; [㈜두산] 2005~08년 – 회장 등의 직책 표시 없음.
출처：사업보고서

한편 3세대 중 2000년 이후 ㈜두산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오고 있는 사람은 박용
만 뿐이다. 2015년까지 2006년 한 해를 제외하고 대표이사(사장, 부사장, 회장) 또는
상근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 4세대 박정원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면
서 박용만은 미등기회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었다. 다른 3명 3세대는 2011년(박용성, 비
상근이사; 박용현, 대표이사회장, 비상근이사) 또는 2014년(박용곤, 비상근이사, 명예
회장)까지만 경영에 관여하였고, 직책도 대체로 한직(閑職)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3세대 및 다른 4세대와의 ‘공동 경영’이 유지되는 가운데 4세대
박정원ㆍ박지원 형제 투톱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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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G 4세대 구광모의 경영 승계
4세대 구광모는 2015년 초에 ㈜LG 상무로서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하였다. 2017년
초까지 2년 동안 ‘시너지팀’에서 그리고 2017년 말까지 1년 남짓 ‘경영전략팀’에서 근
무하였다. 2017년 말부터는 LG전자 상무로 자리를 옮겨 ID사업부장직을 수행하였다.
2018년 5월, 2000년 이후 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 겸 그룹회장이던 아버지 구본무
가 세상을 떠났고, 1개월 뒤인 6월 ‘상무 경력 3년 차’인 구광모는 대표이사회장ㆍ그룹
회장직을 갑작스럽게 승계하였다.
한편, 구본무 동생 구본준은 2016~2018년 3년 동안 ㈜LG 미등기부회장이었다.
2010년부터 LG전자 경영에 주력해 왔는데, 2016년에 ‘갑작스럽게’ ㈜LG와 LG화학
임원직도 보유한 후 3년 동안 ‘일시적으로’ 관여하였다. 4세대로의 경영권 이양을 위한
사전포석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구본무가 건강 문제로 경영에 집중할 수 없게 되면
서 동생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한편으로, 2015년 ㈜LG 상무로서 경영의 첫발을 내
디딘 후계자 구광모의 ‘후견인’ 역할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
된다. 구광모가 경영권의 계승한 이후 6개월여가 지난 2019년 초 구본준은 3개 회사
모두의 임원직을 내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4) 4세대 경영 승계의 비교
박정원은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구광모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권을 승계
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박정원은 10여명의 다른 4세대 구성원들이 그룹 경
영에 참여하는 가운데 동생 박지원과 안정적인 ‘투톱 체제’를 구축한 반면 구광모는 갑
작스럽게 ‘원톱 체제’를 구축한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또 두산에서는 3세대 박용만
이 경영일선에서 조카인 4세대 박정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LG에서는 3세대 구본준
이 조카인 4세대 구광모가 경영권을 승계한 직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또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구광모의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들
의 충성심과 지혜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한편으로 3세대 구본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서 지도편달(指導鞭撻)을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4세대 재벌인 LG와 두산에서 오너 일가가 소유와 경영에 어느 정도
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4세대로의 승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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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구성원은 ㈜LG 구광모 일가 23명, ㈜두산 박
정원 일가 34명이며, 세대별로는 각각 ‘2세대 1명, 3세대 10명, 4세대 12명’, ‘3세대
7명, 4세대 14명, 5세대 13명’이다. ㈜LG에서는 3세대 지분이 줄곧 우위를 보인 반면,
㈜두산에서는 2007년부터 4세대 지분이 더 많았다. 4세대로의 ‘지주회사최대주주ㆍ그
룹동일인 신분 및 소유권’ 승계는 ㈜LG(구광모)에서는 2018년에, ㈜두산(박정원)에서
는 2019년에 진행되었는데, 박정원은 2017년에 이미 1위 주주가 되었고 2019년에 공
식적인 최대주주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지주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가족구성원은 ㈜LG 구광모 일가 3명, ㈜두산 박정
원 일가 10명이며, 세대별로는 각각 ‘3세대 2명, 4세대 1명’, ‘3세대 4명, 4세대 6명’
이다. 이들은 모두 지주회사의 주요 주주들이다. 4세대로의 ‘지주회사대표이사회장ㆍ
그룹회장 신분 및 경영권’ 승계는 ㈜두산(박정원)에서는 2016년에, ㈜LG에서는 2018
년에 진행되었다.
셋째, 두산그룹 4세대의 승계는 ‘2000년 경영권 승계 시작 → 2007년 소유권 1차
승계 완료 → 2016년 경영권 승계 완료 → 2019년 소유권 승계 최종 완료’ 등 20년에
걸쳐 4단계로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LG그룹 4세대의 승계는 ‘2015년 경영권 승계
시작 → 2018년 6월 경영권 승계 완료 → 2018년 11월 소유권 승계 완료’ 등 4년의
짧은 기간에 3단계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점은 다음과 같다: ‘가족 소유ㆍ경영
은 영속적이다’ 그리고 ‘이는 지주회사체제라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통해 가능했다.’ 오
너 가족의 소유권에 대한 집착은 LG 구광모의 지분 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0.04%’에서 2019년 ‘15.00%’에 이르기까지 감소 없이 거의 매년 조금씩 증
가하는 20개의 지분을 보면 ‘가족소유영속프로그램’에 입력된 소유방정식에 따라 자동
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신비스럽게 느껴진다. 두산 박정원의 지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0.15%에서 시작하여 증가ㆍ감소를 거듭하면서 7.41%를 향해 증가해 간다. 4세대 장
남 두 사람은 소유권을 장악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결국 장악하였다. 경영권 집착에
대한 증거는 보다 확실하다. 승계를 위해 양자로 입양된 구광모가 상무 경력 3년차에
벼락출세하여 4위 재벌의 총수가 된 사실 그리고 두산 3세대 4형제 자녀 10명 모두가
임원직을 가진 사실이 그것이다.
가족의 소유ㆍ경영권 장악은 지주회사체제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진행되었다. LG에
서는 2001년부터, 두산에서는 2008년부터 소유구조가 기존의 순환출자구조에서 지주
회사 중심의 하향계층구조로 변경되었다. 지주회사만 장악하면 그룹 계열회사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비밀 병기(兵器)’가 생긴 것이다. 가족 소유권은 일시에 급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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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의 안정적인 지분이 확보되었으며 4세대로의 충분한 배정이 용이해졌다. 대
표이사회장직 그리고 그룹회장직은 정당하게 가족 몫이 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점이다: ‘LGㆍ두산 외의 재벌들에서
도 가족 소유ㆍ경영은 영속적이며 이는 지주회사체제 때문인가?’ 현재 말할 수 있는 것
은 ‘가족 지배는 대체로 영속적인 것으로 짐작되지만 지주회사체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이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와도 연결된다. 다른 재벌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4대 그룹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세대(SK 최태
원), 3세대(삼성 이재용, 현대자동차 정의선), 4세대(LG 구광모) 등 후세대들이 소유ㆍ
경영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한편으로, LG와 SK는 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현대
자동차는 여전히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은 그 중간쯤의 지배구조를 가
지고 있다.
한편, 두산과 LG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개별ㆍ비교연구 또한 요구된다. 4세대 구광
모가 2018년 6월 이후 그룹회장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3세대 구본준은
왜 경영에서 물러났고 지주회사 2대 주주인 그의 지분은 유지될지 처분될지, 유일한 3
세대인 박용만은 언제까지 경영에 관여하면서 4세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등이 관심사이다. 또, 1ㆍ2세대 간의 승계, 2ㆍ3세대 간의 승계, 3ㆍ4세대 간의 승계
간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각 그룹 내에서 그리고 두 그룹 간에 있는지도 주요 연구
주제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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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Ownership and Control in Korean Chaebols:
A Comparative Study of LG and Doosan Group
7)

Dong-Woon Kim*

Abstract
This study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how, in LG(4th largest as of 2019) and
Doosan(15th largest), family ownership and control have been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since 2000 and how, in this process, how ownership and control has
been succeeded from the 3rd to the 4th generation.
In LG, a total of 23 family members from the 2nd, 3rd, and 4th generation were
involved in the ownership of the group’s holding company, LG Corporation, which
was created in 2001. Of the 23 members, only three were also involved in the
management: two from the 3rd generation and one from the 4th generation. By
comparison, in Doosan, 34 family members from the 3rd, 4th, and 5th generation
had shares in the group’s holding company, Doosan Corporation, which began to
acted as a holding company from 2008. Of the 34 members, 14 members had
managerial posts in key companies: four from the 3rd generation and 10 from the
4th generation.
The succession of control and ownership in LG took place in 2018. A month
after the Group Owner and Chairman from the 3rd generation died in May, Koo
Gwang-Mo, the adopted son, succeeded to his father as the Group Chairman and,
five months later in November, also as the Group Owner. By contrast, the
succession in Doosan took many years to complete. In 2007, Park Jung-Won from
the 4th generation became the largest shareholder in the holding company; in 2016
he was appointed the Group Chairman; and, in 2019, he succeeded to his father as
the Group Owner.
<Key Words> Korean Chaebol, Family Ownership and Control, LG Group,
Doosan Group, Koo Gwang-Mo, Park Ju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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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리더십 교리 변천과 전장리더십 사례 연구*
김재인**ㆍ임재욱***
1)

요 약
본 연구는 창군이후 군리더십의 교리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전투사례를 분석하여 전
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십 수준별 리더의 자질 향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창군 초기 우리군은 일본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군리더십 교리는 미군 교리
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우리군은 군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육군리더
십센터를 창설하여 군리더십 교리발전과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리군 특성에 맞는 리
더십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장에서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전투사례 분석은 군리더십 수준별 행
동리더십, 조직리더십, 전략리더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행동리더십과 조직리더십은
6ㆍ25전쟁 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리더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고, 전략리더십은 6ㆍ25전쟁 시 전쟁 승리에 기여했던 미군 명장들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이러한 전투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전장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여 군리더십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하였다.
하지만 전투사례가 방대하여 본 연구에 부합한 전투사례 범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전쟁사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다양한 인
원의 설문을 병행하여 비교분석한다면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십 수준별 리더의 자질
향상에 도움되는 연구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전장리더십, 군리더십, 행동리더십, 조직리더십, 전략리더십

이 논문은 2019년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군리더십 자질 향상 방안에 관한 사
례 연구｣(부제：군리더십 수준별 전장에서 요구되는 자질 분석 중심으로)를 기초로 하여 연구 및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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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전장(戰場)은 한치앞도 알 수 없는 복잡하고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열악한 전투
환경에 의한 극심한 전투스트레스를 받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러한 전
장상황 하에서 부대를 잘 이끌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구비하기 위해서 군리더를 어떻게 교육하고 육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되면
서 관련연구를 심도있게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연구하면서 전장상황 하에서 군리더십과 평상시 군리더십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미 육군 리더십 교범(ADRP 6-22)에서는 실전 하 리더십
(leadership in practice)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한국군 리더십 교범
(지-0)에서는 전장리더십에 대하여 개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군은 왜 전장리더십을 별도로 구분하여 리더십 교범에 포함하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월터 샤프 장군1)은 평상시 업무수행을 잘하면 전
투상황하에서도 임무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군은 월터 샤프장군의 말이 맞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평상시 업무수행 능력이 전시 임무수행 능력과 같다
고 볼 수 있을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미군과 한국군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미군은 세계 각 지역의 분쟁지역에서 전
투상황에 직면하여 전투경험을 하고 있으며 모병제를 실시하고, 부대관리 분야를 민간
용역으로 대부분 실시하고 있어 병력 및 부대관리 소요가 적기 때문에 평시 교육훈련
및 업무수행을 전시와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6ㆍ25전쟁 이후 전투경험
이 없고 평화시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관료적인 행정위주 부대운영이 되고 있으며 병력
및 부대관리 소요가 많아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군리더십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으므로 한국군은 전장리더십을 리더십 교범에
포함하였다고 생각된다.
군리더십은 창군이후 일본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군리더십 교리는 미군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우리군은 군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육군리더
십센터를 창설하여 군리더십 교리발전과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리군 특성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장에서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전투사례 분석은 군리더십 수준별
행동리더십, 조직리더십, 전략리더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행동리더십과 조직리
더십은 6ㆍ25전쟁 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리더를 중
1) 월터 샤프 장군은 2008~2011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재직, 미 육군 장군 가운데 대표적인 지한
파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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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분석하였고, 전략리더십은 6ㆍ25전쟁 시 전쟁 승리에 기여했던 미군 명장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의 방법은 개별 기술적 사례연구, 해석적 사례연구, 가설창출적 사례연구,
이론확증 사례연구, 이론 제한적 사례연구, 일탈적 사례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
구는 군리더십 수준별 군리더의 자질 모두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기는 제한되어 주요
전투사례를 개별 기술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개별 기술적 사례연구는 사례
해석이 객관적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자의 직관이나 주관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이
루어진다(조성룡 2012, 12-13).
전투는 과학화된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의 자질을 식별하고 자질 향상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전장에서 승리하는 군리더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Ⅱ. 군리더십 교리 변천과 전장리더십 개념 정립
1. 창군 초기 군 문화가 리더십에 미친 영향
군리더십은 일본군 문화와 미군 리더십 교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장병들의
의식구조와 성향, 국민들의 군에 대한 인식과 여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군의 창군 초기에 영향을 미친 일본군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메
이지 유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학제ㆍ징병령ㆍ지조
개정(地租改正) 등의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구미(歐美) 근대국
가를 모델로 국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관주도(官主道)의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여 새 시대를 열었다(인터넷 두산백과).
메이지 유신 시대에 군사적 강화 노력으로는 독일에 군사 전문가를 보내어 훈련체계
및 방식을 배웠으며 일본군에 적용하였다. 19세기 초 독일(프로이센)군의 특징은 엄격
한 규율과 태형(매질)이 성행한 로봇 군대와도 같았다(유발하라리 2017, 276-282). 독
일(프로이센)군은 하인리히 프리드리히 카를 폰 슈타인(Heinrich Friedrich Karl
Ven Stein)과 샤른호르스트 등의 급진적인 군사개혁으로 변모하였으나 당시 파견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의 군사개혁 전 군대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왜
일본제국은 실패하였는가?’ 저서(노나카 이쿠지로 외 2009)에서 일본군이 제2차세계
대전에서 패하게 된 원인을 히요도리고에2) 같은 단기 결전 중시와 거함거포주의,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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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창의성 부족으로 보고 있다.
광복 후 우리 군의 창설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등에서의 군사 경
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군의 전신인 국방 경비대를 창설하였으며, 당시 주요 출신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군 창설 멤버 구성
구 분

인원(명)

비율(%)

일본군 출신

244

77

만주군 출신

44

14

광복군(중국군) 출신

28

9

계

316

100

* 출처：한용원(1995년) 창군 p.51 서울 박영사

이들 중에서 1945년 12월 5일에 설치된 군사영어학교에서 소기의 교육과정을 거쳐
임관된 장교들은 110명이었다. 당시 배출된 군사영어학교 출신 110명은 구 일본군 출
신이 80%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미 군정당국에서 학생 정원을 60명으로
하여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출신들에게 각각 20명씩을 안배하여 파벌이 조성되는 것
을 방지하려 하였지만, 광복군 출신의 대부분은 장차 국군이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해
야 한다는 명분론을 내세우면서 응모를 기피하여 그중 소수만이 입교하였기 때문이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258) 조선경비대의 출신별 현황은 <표 2>과 같다.
<표 2> 조선경비대 출신별 현황
구 분

인원(명)

비율(%)

구 일본 육사

12

11

구 일본 학병

72

66

조선특별 지원병

6

5

만주군 출신

18

16

광복군 출신

2

2

110

100

일본군 출신

계
* 한용원(1995), ｢창군｣, 서울 박영사, 35.

2) 히요도리고에：히요도리고에란 ‘직박구리 새가 산을 넘는다’는 뜻으로 일본 고베에 있는 험준한 산
길 이름이다. 1184년에 나모토 요시츠네가 이 길을 타고 내려와 적을 기습해 승리했다고 한다. 이
말은 일본군이 전통적으로 기습 작전을 가리킬 때 쓰며, 또한 돌격정신과 단기결전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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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표 2>의 현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창군 초기부터 일본군 출신이 대다수
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군의 리더십 행동은 일본군의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비민주적,
비인간적이라 할 수 있는 리더십 특성이 잔존하게 되었고, 일본군의 잔재는 오랫동안
한국군의 리더십 및 교육훈련 등 모든 부분에 깊숙이 작용되어 왔다.

2. 군리더십 교리 변천 과정
군리더십 교리는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군의 현
실에 부합된 현재의 군리더십 교리를 정립하게 되었다.
육군 리더십 교리문헌은 1961년 최초 발간된 이래 지금까지 9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육군 리더십 교리문헌 개정은 리더십 환경변화에 따른 리더십 구성체계, 신교
리의 발전 등을 반영하여 리더십 교리와 기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발전시켜 온
과정으로서 리더십 교리문헌 변천과정을 통해 리더십 개념의 변화와 교리발전의 역사
를 이해할 수 있다. 육군 리더십 교리문헌 변천과정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육군 리더십 교리문헌 변천과정
구분

최초 발간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연도

1961

1977

1981

1990

1993

명칭

야전교범
22-100 군
통솔력

야전교범
22-101
통솔법

야전교범
22-101
지휘통솔

분량

79

74

264

비고

야전교범
22-1
지휘통솔
233

267
한국군
지휘통솔
교리 정립

미군교리 번역 사용

구분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

연도

1997

2004

2009

2012

2017

명칭

야전교범
22-1
지휘통솔

야전교범
6-0-1
지휘통솔

야전교범
지-0 육군
리더십(초안)

야전교범
지-0
군리더십

교육참고
8-1-9
육군 리더십

분량

318

243

370

118

196

비고

한국군 지휘통솔 교리 정립

한국적 육군 리더십 교리 정립

* 출처：육군리더십센터(2017), ｢교육참고8-1-9 육군 리더십｣, 육군본부, 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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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리더십 교범은 1961년 「군 통솔력」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발간하였으며 1~3차
개정 시까지는 미군교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1993년에 4차 개정되었는데 이때 개
정된 「지휘통솔」 교범은 최초로 한국적 지휘통솔 교리에 입각하여 지휘통솔 교리와 기
법을 정립하였다.
4~6차 개정 시 교범 명칭은 「지휘통솔」이었으며, 2009년 7차 개정 시 「육군 리더십
(초안)」으로 교범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4년 발간된 지휘통솔 교범의 내용을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더욱 발전적 시각에서 수용하였다. 또한 2006년 발간된 교육회장
06-6-7 「인간 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의 내용 서술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시대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방향, 실천 방안을 망라하여 제시하였고, 기존의 개념보다 더욱 확장되고 포괄적인 내
용으로 구성하였다.
2010년대 초에 전장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 및 세미
나, 논문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2년 8차 교리문헌 개
정 시 전장리더십이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2017년 9차 교리문헌 개정 시 전장리더십
이 구체화하여 반영되었으며 교범 명칭은 「육군 리더십」으로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
평시 부대관리와 병행하여 전시를 대비해야하는 우리군의 특성상 전장리더십 개념을
정립하고 전장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군수뇌부에서 독성(毒性) 리더십3)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전장리더십 개념
2012년 8차 교범 개정 시 처음으로 포함된 전장리더십이란 지휘관(자)이 전장에서
각종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발휘하는 군리더십을 말한다(육군리
더십센터 2011, 4-10).
전장의 특성은 인간을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한다. 이로 인해 전장에 투입
된 인간에게는 평상시와 다른 각종 심리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직ㆍ간접적으로
전투력 발휘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지휘관(자)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전장환경하에서 나타난 인간의 심리현상을 이
해하여 효과적으로 군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3) 독성(毒性) 리더십은 Toxic Leadership의 번역이다. 미 육군교리참조간행물 6-22(육군 리더십)에
의하면 ‘독성(毒性) 리더십이란 부정적 리더십의 한 종류로써 부하ㆍ조직ㆍ임무 수행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자기중심적인 태도ㆍ동기부여ㆍ행위의 조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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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리더십 교범(야교 지-0)에서 평시리더십과 전장리더십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군은 전투를 기본임무로 하는 조직이지만 전쟁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휘
관(자)은 많은 시간을 평시 상태에서 보내고 있으며 평시에는 전시를 대비한 훈련을 하
면서 조직이 일상적인 문제가 없도록 부대를 지휘해야 한다. 즉 지휘관(자)은 평시업무
를 수행하면서 전시임무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에는 불확실성과 생명의 위협
등으로 위험성이 높고 장병들이 직면하게 될 이상심리를 감안해야 하므로 지휘관(자)에
게 평시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질 및 역량이 있다.

4. 군리더십 수준 및 리더의 자질
1) 군리더십 수준
군리더십 수준을 한국군은 행동리더십, 조직리더십, 전략리더십으로 분류하고 미군
은 직접적리더십, 조직적리더십, 전략적리더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군리더가 효과적으로 군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리더십 수준에 따라 군리더십
발휘 중점도 달라진다. 행동리더십 수준은 일반적으로 군리더가 현장에서 부하들과 마
주치면서 임무를 수행하므로 직접적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솔선수범과 의사소통
부하지도 능력 등이 필요하다. 조직리더십 수준은 다양한 부대와 관련 부서 간의 유기
적인 임무수행이 요구되므로 협력적 사고와 행동 등이 필요하다. 전략리더십 수준은
다양하고 방대한 조직을 운용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하므로 결단과 책임, 전략
적사고와 행동 등이 필요하다.
<그림 1> 한국군 리더십 수준 분류

* 출처：육군리더십센터(2011), ｢야교 지-0 군리더십｣, 3-4.

｢경영사연구｣ 제35집 제1호(통권 93호)

2020. 2. 28, pp. 91~108.

2) 군리더의 자질
육군에서는 리더십 모형을 군리더의 자질과 역량으로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Warrior 모형, W형이라 명명하였다.
<그림 2> 육군리더십 모형

* 출처：육군리더십센터(2018), ｢중견간부 자기개발 리더십｣, 17.

기본 자질이란 타고난 성품이나 어떤 분야에 대한 능력으로써 군리더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한다(육군리더십센터 2011, 2-1).
미군 육군 리더십(ADRP 6-22)에서는 자질이란 육군이 원하는 군리더상을 나타내며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배워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기술하
고 있다.
군리더의 자질은 품성, 리더다움, 군사전문성으로 구분하며, 품성이란 사람의 됨됨이
이며 육군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인간적인 소양으로써 육군의 리더가 군리더십을 효과
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내ㆍ외적 특성을 의미한다(육군리더십센터 2017,
2-3). 육군의 리더는 올바른 품성을 갖추기 위해 육군가치관, 군인정신, 윤리의식, 공
정성 등을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육군은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 등 5대 가치를 육군가치관4)으로 선정하여 실천
4) 육군 5대 가치관(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은 수차례 3성 장군 회의를 거쳐 행동화, 생활화 실
천 가능토록 2019년 7월 1일부로 3대 핵심가치(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를 제정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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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군인정신은 충성, 용기, 책임,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애국애족의
정신, 명예이다.
리더다움은 구성원들이 군리더의 강인하고 당당한 모습과 태도를 보고 믿음직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군리더는 육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높은 품성을 바탕으로 자신
의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할 때 군인답고 리더다운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군리더는 전사다움, 육체적 강건함, 주도성, 회복탄력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리더다움
의 핵심요소 중 회복탄력성은 시련이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다.
군사전문성은 군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군리더는 군사식견, 직무수행능력, 상황판단력, 지적수용력을 갖추어야 한다.
군사전문성의 핵심요소 중 지적수용력은 군리더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적
인 태도와 관점, 적극적인 지식탐구 노력,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Ⅲ. 군리더십 수준별 전투사례 분석
1. 행동리더십 사례
행동리더십이란 군리더가 현장에서 구성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행동위주로 발휘하
는 군리더십이다. 행동리더십은 주로 대대급 이하의 단일 기능과 병과로 편성된 조ㆍ
반ㆍ분대~대대급 제대에서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제대의 군리더는 수백명 이하의 비
교적 적은 병력을 대부분 직접 지휘하고, 예하제대와 참모가 있을 경우에는 직ㆍ간접
지휘를 병행한다(육군리더십센터 2017, 4-8~9). 이러한 행동리더십이 전장에서 잘 발
휘된 대표적인 전투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투사례, 영덕지구전투에서 이명수 상사는 낙동강 방어선이 돌파되는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특공대를 자원하여 전투에 임했으며 아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적 전차를 적진에 침투하여 수류탄으로 파괴한 것은 세계 어느 전사에도 없는 용기 있
는 행동이었다. 181고지 탈환 시 생포한 포로를 활용하여 적 전차의 위치와 암구호를
알아내고 적군 복장으로 침투하여 적 경계병과 수차례 암구호를 교환하는 등 적 경계
병을 기만하는 행동과 포로를 이용하여 적 전차장을 유인하는 행동 등을 통해 이명수
일등상사의 우수한 전투수행능력을 알 수 있다. 또한 183고지 탈환전에 특공대를 자원
지만 본 연구에서는 육군 리더십 교범 내용이 아직 수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군 5대 가치
관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경영사연구｣ 제35집 제1호(통권 93호)

2020. 2. 28, pp. 91~108.

하여 투입되어 작전에 성공하고 전차 파괴 작전 시 포로가 된 소대원을 구출하는 전우
애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전투사례, 춘천지구전투에서 제6사단 7연대 대전차포 중대 2소대장인 심일
소위는 57㎜ 대전차포로 접근해 오는 적 전차를 사격하여 선두 전차에 2발이 명중하였
으나 적 전차가 계속 전진해오자 적 전차의 측면에서 육탄 공격을 감행하는 것만이 전
차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여 5명의 특공대를 편성,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적 전차의 포탑위로 돌진하는 육탄공격을 감행한 끝에 적 전차를 파괴하였는데, 57㎜
대전차포를 사격해도 적 전차가 파괴되지않고 계속 접근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도주
할 수도 있으나 수류탄과 화염병을 들고 육탄공격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책임감과 임전무퇴 기상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전투사례, 7중대 2소대장 김만술 소위는 베티고지에 도착하여 제7중대 1소
대와 합류하여 진지를 인수한 후 부대를 배치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으며 중과부적
으로 전세가 불리하여 소대원을 유개호 속으로 대피시키고 진내사격을 요청하는 등 가
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투에 임하였다.
적의 공격을 수 차례의 사투 끝에 격퇴하고 진지를 사수하였지만 소대원 역시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다. 소대장을 포함한 총 35명의 소대원 중 생환자는 경상자를 포
함한 12명에 불과하였다.
김만술 소위를 비롯한 제2소대원의 사투는 휴전을 앞둔 상황에서 국군의 희생정신과
감투정신을 보여주는 장거(壯擧)였다(손규석 2003, 439-445).

2. 조직리더십 사례
조직리더십이란 군리더가 부대의 제 기능과 가용자원을 조정 통제하여 상호 기능이
통합되도록 발휘하는 군리더십이다. 조직리더십은 주로 연대~군단급의 다양한 부대
(서)와 기능으로 편성된 제대에서 발휘하게 된다(육군리더십센터 2017, 4-10).
조직리더십을 발휘하는 군리더는 다양한 조직을 이끌기 위해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때 군리더는 전문적이고 폭넓은 경험과 지식, 역
량을 갖추고 군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조직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행동리더십에 요구되
는 군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포함하여 조직리더십 발휘에 우선 요구되는 요인을 함양하
고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리더십이 전장에서 잘 발휘된 대표적인 전투사례는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전투사례, 춘천ㆍ홍천지구전투의 임부택 중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전면적인 불법남침을 도발했을 당시 국군 제6사단 7연대장으로 춘천 정면의 방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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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었다. 1949년 12월 19일 제7연대장에 부임한 임무택 중령은 부대 교육훈련
과 38선 방어진지 구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7연대는 북한군이 남침하기 이전에 대대전투훈련을 완료하였으며, 당시
장교들이 기피하던 풍조를 깨뜨리고 대부분의 장교들을 보수교육인 고등군사반에 입교
시켜 자질 향상에 주력하였다.
또한 춘천이 38도선에서 불과 13㎞ 남쪽에 위치한 사실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38선
주요 접근로에 토치카 및 유개호를 구축하고 기존진지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48㎞의
광범위한 정면을 모두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춘천을 고수할 수 있는 주저
항선의 진지가 없음을 착안한 임부택 중령은 춘천 주민과 학도호군단의 지원을 받아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에 춘천 분지를 감제하는 164고지 일대에 방어진지
구축작업을 시작, 개전 1개월 전인 5월 하순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1950년 6월 25일 04시경 38도선 전면에 걸쳐서 남침이 개시되어 북한군 제2사단
과 제7사단은 국군 제6사단 7연대와 2연대가 담당하고 있던 춘천 북방과 인제 남방지
역을 동시에 공격해왔으나, 연대장의 효과적인 지휘로 제7연대는 병력과 장비의 열세
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이점을 이용하여 적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하면서 진지를 고수하
였으며, 포병은 화력을 집중하여 남진하는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제7연대 장병들의 피나는 저항으로 개전 당일 춘천을 점령하려던 북한군
의 기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두 번째 전투사례, 백마고지전투의 김종오 장군은 제6사단장으로 많은 전투를 성공
적으로 이끌었으며, 1952년 5월 30일에 제9사단장으로 임명되어 부임하자마자 6ㆍ25
전쟁 사상 가장 치열한 진지전이었던 백마고지전투를 진두지휘하였다.
1952년 6월부터 모든 전선에서 전개된 고지쟁탈전 양상이 일반적으로 적의 선제공
격으로 시작되어 고지를 상실하면 아군은 이를 탈환하는 형식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
과 아군은 고지를 아예 포기하거나 일부만을 탈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로 이 시
기에 중공군이 백마고지를 공격해왔고, 그 규모도 가장 컸다.
김종오 장군은 제9사단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주도면밀한 작전계획아래 험준한 지형
과 불순한 기후 등 제반 악조건을 극복하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경주해 오던 중,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전개된 백마고지전투에서 적의 강력
한 포화를 무릅쓰고 진두지휘하여 중공군 2개 사단을 완전 궤멸시키는 대 전과를 달성
하였다(손규석 2003, 3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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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리더십 사례
전략리더십이란 군리더가 국가와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미래 지
향적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발휘하는 군리더십이다(육군리더십센터
2017, 4-12). 전략리더십은 주로 작전사급이상 제대에서 발휘하게 된다. 전략리더십
을 발휘하는 군리더는 참모조직과 제도, 규정, 법령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결정, 제도발전 등 육군과 국가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때 군리더는 타군, 연합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요소까지 포함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전략리더십을 발휘하는 군리더는 군의 목표와 국익을
고려하여 군사전략과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병과와 직
능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조직의 비젼과 목표를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군리더는 행동리더십과 조직리더십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은 물론 전략리더십 수준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구비해야 한다.
6ㆍ25전쟁 시 낙동강선까지 밀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기동에 의한 적시적인 역습과 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수(Stand or die)명령을
하달하는 필승의 신념으로 전투에 임하여 반격작전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고 인천상륙작
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하여 무능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받는 지휘관
은 아예 젊고 공세적인 지휘관으로 교체하여 부대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7명의 사단
장 중 4명의 사단장을 교체하고 심지어 군단장까지도 3명 중 2명을 교체하였다(조성룡
2012, 133).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공군의 약점
을 간파하고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격퇴시켰다.
밴플리트 장군은 수도 서울을 고수하고, 정전협정에 대비하는 전략ㆍ작전적 마인드
를 견지하고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현재의 휴전선까지 적을 격퇴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한국군의 미래를 위하여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한국군 사단을 20개 사단으로 증편
하여 현재의 한국군이 있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에드거 F. 퍼이어의 영혼을 지휘하는 리더십과 명장의 코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군 명장들의 리더십이 현재의 미군을 세계 최강군이 되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2차세계대전의 명장 오마르 N. 브래들리 장군은 ‘리더십을 기르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직업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습득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자기 일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자신 있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맥아더 장군
이나 패튼 장군이 바로 그러했다.

김재인ㆍ임재욱

군리더십 교리 변천과 전장리더십 사례 연구

6ㆍ25전쟁 시 세기의 도박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전세를
역전시켰던 맥아더 장군은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부하들과 수시로 식
사를 하면서 전술 및 전략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즐겨하였다. 맥아더 장군이 미군 수뇌
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인천상륙작전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지를 뛰어넘은 전략ㆍ작전적 식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미 의회가 육군 부대를 감축하려하자, 맥아더
장군은 “군인은 적은 수입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의류와 주거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으며, 무기와 장비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임무에 숙련되어 있고,
충분한 지도력을 갖춘 장교들이 부족하다면 군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장교의 수가 승패를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육군 인사감축의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병력감축을 막는데 성공하였고 1935년에는 오히려 병력을 증가시켰
다. 그해에 통과된 입법안에서 육군의 규모를 총 12만 6,875명에서 16만 5,000명으
로 증가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에드거 F. 퍼이어 2017, 187). 이러한 맥아더 장군의
노력이 없었다면 제2차세계대전 시 미군이 연합국의 승리에 기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군의 이러한 전략적ㆍ작전적 식견을 구비한 명장들이 6ㆍ25전쟁 시 참전할 수 있
었던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었으며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Ⅳ.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의 자질 향상방안
미군은 베트남전 실패 원인이 리더십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리더십 교육을 위한 노
력을 경주하였으며 1984년 교육사령부 임무형지휘센터 예하에 리더십센터를 창설하여
‘창의적이고 적응성 있으며 유능한 군리더개발’의 비젼으로 육군 전체의 리더십 정책,
프로그램 개발, 교육, 훈련 등을 통합 수행하고 있다.
리더십센터 편성은 센터장(대령) 예하에 크게 다섯 개 반들이 있다. 이 반을 이끄는
반장은 중령들이며 리더개발반, 리더십연구 및 평가반, 리더십 교육반, 군무원 리더십
훈련반, 리더십 교육 및 훈련 개발반이다.
한국군도 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군 리더십센터보다도 조직을 증편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의 리더십 교육이 전장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리더십센터에서 야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입식 강의위주 교육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야전교육은 보수교육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효과적일 것이다.
양성교육은 강의위주 교육을 하고 일부 토의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지만 보수교육은

｢경영사연구｣ 제35집 제1호(통권 93호)

2020. 2. 28, pp. 91~108.

사례위주 토의식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 17년도에 대대장 리더십 코칭을 계획하여
8명을 실시하였다. 19년도에는 사여단장(장군)을 대상으로 리더십 코칭을 실시하고 있
는데 육군리더십센터의 능력 및 야전부대의 여건 등으로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
고 있다.
군리더의 자질 중 품성과 리더다움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으며 군사전문성은 전적으로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생사가 달려있
는 극한의 전장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지휘관을 부하들은
더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군리더들은 군사전문성을 구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군리더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전투사례 연구를 토대로 제시하여 향
후 군리더십 교육 및 리더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군리더의 자질 향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성이 구비된 간부를 선발해야 한다.
김종대 교수는 저서 이순신(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에서 품성은 청소년기에
형성이 완료된다고 하였으며, 미군 예비역 중령 울메르와 그의 팀(2004년 울메르, 쉐
일러, 불리스, 디클레멘트, 야콥)은 독성(毒性) 리더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
러 사단장들에게 질의 하였는데 응답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독성(毒性) 리더십이 개인의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고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발 시 품성을 확인하여 독성(毒性) 리더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미 육군리더십센터
2011, 37-38).
행동리더십 전투사례에서 영덕지구전투 이명수 상사의 포로가 된 소대원을 구출하기
위한 전우애, 춘천지구전투 심일 소위의 육탄 공격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용기와 책임
감, 임전무퇴의 기상, 베티고지전투 김만술 소위의 희생정신과 감투정신 등의 품성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전적으로 개발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품성이 구비된 간부
를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미군 리더개발 프로그램을 한국군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미군은 야교 6-22(2015. 6.1.)에서 제대별 리더개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다. 중ㆍ소위를 위한 대대 리더개발 프로그램 예시에서 대대장은 사무실이 아닌 장
교의 업무현장에서 상담 지도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위한 읽기,
멘토링을 통한 선임장교가 후임장교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 나누어주기, 장교 검증과
제를 선정하여 90일 이내 완수, 군리더개발 채점표에 의한 평가 등 부대운영 간에 군
리더개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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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도 리더십센터에서 초급간부, 중견간부, 고급간부 자기개발서를 제작, 배부하
여 활용하고 있는데 내용이 개념적이다.
군리더들이 부대원을 자신 있게 이끌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군
리더개발 프로그램을 한국군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등 군리더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품성이 구비된 우수한 간부를 선발하고 군리더십 수준별 전투사례 분석에서 제시한
군리더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군리더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면
전투사례에서 제시한 리더와 같은 우수한 리더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우수한 군리더가 진급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군의 진급 시스템은 수많은 발전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훌륭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하지만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계량화된 점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에드
거F. 퍼이어의 저서 명장의 코드에서 언급했 듯이 미군이 세계 최강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휘관들이 사심없는 마음으로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여 진출시켰기 때문에 가능
했다고 하였다.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는 계량화 점수가 높은 인원보다 잠재역량이
우수한 인원일 것이다. 진급심사 시 우수 군리더 사례를 선정하여 진급시키고 진급결
과 하달 시 진급자 명단 앞에 포함시키는 진급선발 목표, 방향에 언급한다면 군에서 요
구하는 군리더상 구현을 위한 방향으로 다수인원이 노력할 것이다.

Ⅴ. 맺는 말：성과와 과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의 자질에 대하여 군리더십 수준별 전투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시와 평시의 리더십이 다를 수 없지만 죽음의 극심한 공포가 있는 전장
에서 군리더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구를 하게되
었다.
전시와 평시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정유재란 전에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책략으로 모함을 받아 투옥되고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을 때 왜군과의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수의 병사들이 도망쳤으며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하였다. 하
지만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직되고 도망쳤던 병사들이 복귀하여 수군을 재정비해 철저
히 준비하여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바람앞에 등불 같던 나라를 구하는 대업
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 휘하로 병사들이 복귀한 이유는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육군은 전장리더십 개념을 정립하고 병과학교 교육과 야전교육, 리더십코칭, 전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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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 평가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장리더십 평가는 KCTC훈련 시 평가하
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전투 스트레스를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
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장리더십을 실질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전투에 참가해서 연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한적이지만 전장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전투사례이다.
하지만 전투사례가 수없이 많아 모든 전투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
군의 주 전장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6ㆍ25전쟁 전투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미군은 베트남전 이후 군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리더십센터를
설립,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걸프전과 이라크전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군은 미군의 리더십교육방법을 많은 부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므로 미군 명장들
의 리더십을 분석하였다.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의 자질을 전투사례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전투사례는 전
장상황을 실전과 같이 묘사할 수 없고, 군리더의 자질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
제한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연구하다보니 자료수집과 접근에 제한
이 있어 실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전장에서 요구되는 군리더의 자질에 대해 연구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
각하며 리더십센터에서 전쟁사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군리더십
교육에 반영한다면 군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군리더십 수준별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을 구분하여 리더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업과 행정기관에서도 계층별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을 구분
하고 리더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효과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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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Change of Military Leadership Doctrine
and A Case Study of the Battlefield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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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the process of change of military
leadership doctrine and to derive way to improve leader’s qualities of military
leadership level required in the battlefield through analysis combat cases.
In the early days of Army, our military was greatly influenced by Japanese
military culture, and the doctrine of military leadership was influenced by
American military doctrine. Since then, our military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ilitary leadership education and made efforts to provide
leadership education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our Arm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military leadership doctrine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methods by establishing the Army Leadership Center.
The combat case analysis for identifying the leader’s qualities required in
the battlefield was divided into action leadership, organization leadership,
and strategy leadership by military leadership level.
This study for improving the quality required for battlefields derived
through such analysis of combat cases will be proposed to help train military
leadership.
<Key Words> Battlefield Leadership, Military Leadership, Action Leadership,

Organization Leadership, Strategy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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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욱*

요 약
이 연구는 보험소비자 불만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원만히 조정해 당사자 간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여나가고 있는 일본의 보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운영 체제와 정착 과정을 일본 손해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추적하였
다. 특히, 보험 ADR 시행의 도화선이었던 금융 분야 ADR 도입과 제도 설계 과정을 살
펴 일본의 보험 불만과 분쟁처리 체계 개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되짚어
보았다. 본래 보험 불만은 사전 불만 요인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기된 불
만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험경영 나아가 보험업의 사회적 신뢰 제고 차
원에서 보다 긴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험 불만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리
고 무엇보다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의 납득을 중요시하는 보험 ADR 체제를 정착시
킨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금융, 분쟁, 불만, 보험, 일본, ADR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보험상품,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업에 대한 보험수요자의 불만 제기는 보험시장이 넓
어지고, 보험상품 구매자의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늘어난다. 이는 단
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불확실
성을 기초로 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다른 재화와 달리 보험소비자의 불만 발생요인이
매우 변화무상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장래 보험금 수령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금보전
의식이 강할수록 불만 발생이 다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다른 재화에 비해 보험 불
*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wnam@seo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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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이 지니고 있는 제 특성을 고려하면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
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소비자 니즈가 점점 복잡 다변
화되고 있고, 소비자 주권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참작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소
비자 불만 대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소비자뿐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신뢰를 쌓
기 위해 긴요한 것은 바로 보험소비자의 불만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처이다. 물론 보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전무결한 상품 제시와 회사 경영을 하는 것이 더 중
요하지만, 불만 발생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
한 불만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보험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에 대해서는 적시에 소비자가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보험소비자 불만은 단순히 불만 제기자의 불평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불만
제기에 대한 구전효과가 매우 커 순식간에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간 많
은 연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적시에 해결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이 원만히 모두 해소하지 못하면 그 파급효과는 해당 보험회사뿐 아니
라 보험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보험 불만 해결체계는 아직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형성
시키는 다리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보험소비자가 계약
한 보험상품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불만을 생기면 직접당사자인 해당 보험회사에
불만을 토로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감독당국에 민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굳어져 그 과정에서 해당 보험회사 나아가 보험업 전체에 대한 소비
자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불만 발생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해 보험 불만을
처리하는 방식이 고착화되어 보험 불만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야만 해결되고, 또 민원
방식이 최고라는 대중 심리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감독당
국의 후견성에 의지하는 풍토 정착은 우리 사회에 더 굳어진다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
자 간 믿음은 점점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보험 불만 해결 과정에서 노정되는 여러 문제를 해
소하고 앞으로 보다 두터운 보험소비자 보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 억제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성과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 보험 불만 해결 체계 개선을 이제 논의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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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보험시장의 발전도 그리고 보험업의 역사 면에서 한발 앞선
일본의 보험소비자 불만 해결 체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보험소비자 불만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원만히 조정해 당사자 간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여나가고 있는 일본의 보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운영 체제 도
입 논의 시부터 안착까지의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보험 ADR 도입사를
살펴 향후 우리 보험 불만 처리체계 개선 논의 시 기초 자료로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Ⅰ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이어 Ⅱ장에서는 ADR 제도
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Ⅲ장은 일본의 보험 ADR 시행의
도화선인 일본 정부의 금융 분야 ADR 도입 배경과 제도 설계 과정을 살피고, Ⅳ장에
서는 일본손해보험협회의 보험 ADR 운영 체계와 안착 과정을 정리하였다. 마지막 Ⅴ
장은 일본의 보험 ADR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Ⅱ. ADR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ADR은 한마디로 불만 또는 분쟁 발생에 따른 당사자 간 갈등을 소송 외 방법으로
해소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자체 분쟁 해결방법이다.1) 현재 ADR에 대해 우리나라에
서는 국문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채 소송 외 대체적 분쟁조정 또는 대안적 분쟁조정,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절차 등 학자에 따라 또 사법 관련
기관에 따라 편의적으로 제각기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용어로 쓰건 표현만 다를 뿐 ADR의 개념은 하나로 수렴된다. 즉, ADR
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 또한 번거로운 법적 소송을 피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다만, 학자마다 ADR의 성격과 궁
극적 기능을 조금씩 달리 봄에 따라 ADR의 정의는 그에 따라 차이가 난다.
Goldberg et. al.(1985)는 소송 시 법원에서의 혼잡과 소송비용의 과도로 인한 불
편을 피하고, 공동체 의식을 통한 갈등 해결과 사회 정의에 쉽게 접근해 효과적으로 갈
등 해소를 도모하는 것으로 ADR을 정의하였다. 또한 Sander(1985)는 ADR을 복잡한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과 시간의 절약 그리고 당사자 참여로 효율적 갈등 해소를 통해
분쟁 당사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1) ADR의 시초에 대한 학설은 17세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당시 정립되지 않았던
공권력을 대신해 지역 사회 문제를 자체 해결하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Singer
1994; 김영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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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에 대한 학자들의 초기 정의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차 ADR
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ADR의 최근의 정의는 예전에 비해 확장되는 모습이다. 대표적
으로 김영욱(2015)의 경우 ADR을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시도와 대비
되는 것으로, 단지 ADR이 소송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갈등 해소를 위해 당사자
입장에서 좀 더 바라보면서 갈등 당사자 간 미래지속 가능한 관계를 복구할 수 있는 제
도로 정의하였다. 그는 ADR을 당사자가 스스로 소통을 통한 자율적 해결책 모색으로
공동체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었는데, 이는 ADR
이 불만 발생 당사자 간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무엇보다 신뢰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억제해 불확실성과 거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Parasuraman et. al.(1985)과 Doney and Cannon(1997)의 연구결과와 연
결하면, ADR을 통한 불만 해소는 상호 신뢰로 이어져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거래 재
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욱(2015)의 신뢰 형성이 ADR의 긍정적 효과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함영주(2015)는 ADR을 DR(Dispute Resolution)로 바꾸어 지칭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고, ADR이 기존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대체물이나 보충적인 수단이 아
니라 분쟁 해결의 근본책이 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ADR의 기능이 크게 넓혀졌
음을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ADR이 우리 사회에 분쟁 해결방법으로 매우 확고한 자리
를 차지할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ADR이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소송이나
조정 등의 분쟁해결방법이 유연성을 도모해야 할 여지가 만들어지고, 환경오염 등과
같이 이해관계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ADR이 이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ADR이 분쟁 해결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는 조홍식(2006)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물론 ADR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ADR이 가
지고 있는 장점을 고려하면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확장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인데,
그간 많은 연구자는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임을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ADR이 분쟁 해결 제도로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이 첫 번째
이고, 두 번째 요인은 갈등 당사자들이 좀 더 능동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
는 기반에 대한 요구를 들 수 있다. 이는 그간 많은 연구자가 주창해 온 것이어서 반론
의 여지가 적다. 특히, ADR 제도가 갈등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소홀해진 관계를 복원
시키거나 믿음이라는 새로운 도약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
서 갈등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적 편익도 ADR 확산에 일조한다는 점도 힘을 얻는다.
ADR의 편익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Fiss(1984)는 ADR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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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의 실현에 별반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단순히 편리하다는 것만을 내세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ADR은 불만 제기자가 편한 화해 등에 매달리게 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
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영욱, 2015). 그러나 앞에
서 언급한 대로, 김준환(1996)를 비롯해 강정혜(2008), 류승훈(2009), 김상찬(2012),
전한덕(2015) 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ADR의 긍정적 기능이 부정적 측면보다 훨
씬 많다는 것으로, 이해갈등의 원만한 해결 그리고 분쟁 당사자의 소송에 따른 시간,
비용의 절감 측면 그리고 단순히 분쟁 해결이 아니라 갈등 해소에 따른 상호 신뢰 증진
기능이 돋보이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DR의 도입과 운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방식의 소송
대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
리해 당사자 그리고 나아가 사회의 상호 신뢰감을 쌓는 갈등 해소 방법이라는 큰 시각
하에서 접근해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 불만 및 분쟁해결은 아직 완전한 ADR 체제 접목이 아닌 금융감독당
국을 통한 민원 접수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행정 ADR 조직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가 존속하고 있을 뿐이다.2)
다만, 2005년 10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자율적 민원조정을 할 수 있는 민원
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는 있으나,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안되면 감독당국이
직접 처리를 하는 구조이다.3) 이에 따라 보험 불만과 분쟁 처리 과정에서 감독당국에
대한 의존성 확산, 감독당국과 업계 간 새로운 갈등 구도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
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반면, 일본
은 1996년부터 민간주도의 ADR 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해 2010년 금융권별 ADR를
정식 운영에 들어가 현재 제도가 안착 중으로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바, 일본의 ADR
도입 배경과 제도 안착 과정을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았다.

2) 1978년 종전 보험감독원의 전신인 한국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보험분쟁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
다. 이후 보험업법 개정으로 동 위원회는 인보험분쟁심의위원회와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로 분
리되어 각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다 1999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됨
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기존 보험분쟁위원회가 통합,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약사이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민원자율조정제도는 민원발생평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다가 2007년 10월 자산 1조 원 이상 저
축은행이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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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금융 분야 ADR 도입 배경과 제도 설계 과정
1. 금융 빅뱅과 감독체제 개편(1996년~2001년)
1996년 11월 당시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龍太郞) 총리는 Free, Fair, Global
이라는 3원칙 하의 금융개혁안 발표를 시작으로 소위 일본판 금융 빅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 개혁을 진행하였다.4)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본 경기는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금융 빅뱅 이듬해인 1997년 제2차 불황까지 겹치면서 일
본 경제는 크게 흔들렸고, 1998년 명목 GDP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실질 GDP도 다시금 마이너스대로 주저앉았다. 그런 와중에 1997년 11월 산요증
권(三洋証券)를 시작으로 홋카이도타쿠쇼쿠은행(北海道拓殖銀行) 파산, 야마이치증권(山
一証券) 자진 폐업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일본 금융시장 내 불안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확대되었다.
<그림 1> 일본의 금융 빅뱅 전후 경제성장률, 금리 추이‘
시장금리

실질 경제성장률

출처：日本銀行 각 연도 시계열통계 자료

금융 빅뱅 직후 오히려 일본 거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
서 일본 정부로서는 자생전략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
이자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청과 금융재생위원회를 새로 발족시켜 일본 금융
감독체계를 폭넓게 재단하게 하였다.
특히, 종전까지 일본 금융 전반에 대해 감독, 검사권을 독점 행사해 오던 대장성(大
蔵省) 공무원들이 1998년 오직사건(汚職事件)에 휘말리면서 금융감독에 대한 사회적
4) Free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자유 시장, Fair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Global은
국제적으로 시대를 앞서는 시장이라는 의미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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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향이 크게 일어나고 그 여파가 중앙부처에 대한 강한 재편 요구로 번지게 되었다.5)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정부는 그간의 대장성과 금융기관 사이의 밀착 관계에 대
한 거센 비난 여론을 돌파할 묘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논의 끝에 동년 6월 새로운 금융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을 설립함과 동시에 종전 대장성이 독점 행사했던 은행, 증권회
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을 금융감독청에 전격 이관시키고, 금융시장 위기관리와 금
융업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총괄 수행할 기구로 금융재생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금융감독청 산하에 배치해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2000년 7월 일본 정부는 또다시 대장성이 가지고 있던 금융제도 기획, 입안권
을 금융감독청으로 이관하고, 관청명을 금융청으로 개명한 후 이듬해인 2001년 금융
재생위원회 업무마저 금융청 본청으로 흡수시킨 후 금융재생위원회를 폐지하였다.
<표 1> 일본의 금융감독체제 변천
시기

체재

금융 검사 감독권

∙ 당시 대장성의 접대뇌물사건 발생 여파로 중앙부처
금융감독청 설치 전까지
1998년
재편 요구
금융 감독 및 검사는 당시
6월
∙ 대장성의 은행국과 증권국의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대장성(현 재무성)이 관할
검사, 감독권을 금융감독청으로 이관, 분리
1998년
11월

총리부 관할의
금융재생위원회 발족,
금융감독청 산하 관리

∙ 금융사 파산처리, 금융위기관리에 대한 조사, 기획
입안 총괄
∙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업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 검사 업무 수행

2000년
7월

금융감독청,
금융청으로 재편

∙ 금융제도 기획, 입안 관련 업무는 대장성이 그대로
관장해오다 금융감독청을 금융청으로 재편하면서
대장성 업무 이관

2001년
1월

금융재생위원회 폐지

2017년
7월

금융청 개혁 착수1)

∙ 금융청으로 업무 통합
∙ 조직 문화, 지배구조 개혁
∙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 개혁으로｣
이라는 개혁 모토 아래 금융 행정의 질 향상 목표
∙ 금융행정 운영 검토 프로세스에 민간 전문가 참여
∙ 행정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행정에 대한 외부
평가 실시 등

주：1) 2017년 7월 착수된 금융청 개혁 착수 내용은 본 절에서 다루는 시기를 뛰어 넘는 내용이나,
일본 금융감독체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첨부한 것임.
출처：日本 金融庁
5) 1998년 1월 당시 대장성 금융검사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시중 은행 임직원들에게 거
액의 유흥 접대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은행 검사 일정을 알려주고 감독 편의를 봐준 사실이 발각
되어 검찰에 전격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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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감독체계는 <표 1>에서 보듯이 대장성, 금융감독청, 금융재생위원회 그리
고 현재 금융청으로 재편되어 왔고, 이에 맞춰 금융개혁도 속도감 있게 진척되었다. 이
러한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 분야 ADR에 관한 논의가 서서히 싹이 트이기 시작했고,
이에 맞춰 일본 정부는 금융 빅뱅의 후속책으로 다방면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추진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 정비에 나섰다.
그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것 중 하나가 종전 금융업태별 규제를 거래
규율, 사업자규율, 시장규율 등 세 가지 기능별 업태 횡단적 금융법제로 재편하는 것이
었는데, 이 세 가지 기능별 규율 중 거래규율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1998년 8월 금융감독청에
설치된 금융심의회에서 첫 의제로 금융상품 판매 권유에 관한 규제 정비와 함께 규제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선정함으로써 금융 분야 ADR제도 도입이 정식
으로 거론되었고, 이에 맞춰 금융심의회가 중요 추진과제로 소비자 금융교육과 함께
금융 분야 ADR제도 도입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 데, 바로 일본에서 금융 분야
ADR 왜 도입하려 했는지에 대한 배경이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일본 금
융시장을 봐야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금융 불만 및 분쟁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사
이에서 금융 불만과 분쟁사안을 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제도를 오롯이 이용
해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일본 금융소비자들은 사
법제도를 통한 금융 불만과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법절차에 대
한 불편성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차츰 쌓이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금융당국 내에서도 신속하고 간단하면서도 편리해
야 하고 또 당사자 쌍방의 납득이 중요한 금융 불만과 분쟁 해결을 꼭 재판이라는 사법
제도로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금융당국의 인식 변화가 새로운 금융 불만과 분쟁 해결
방식으로 금융 분야 ADR 도입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금융
거래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분쟁해결절차가 금융업종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었던
때라 전체적으로 통일된 규정이나, 업계 규칙 등이 전무했고, 각 금융회사와 협회 등
업계 단체가 각기 개별 대응체제가 단단히 뿌리내려져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 또한 금융 불만이 여타 재화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는 다른 특징이 있음을 인식하
고, 엄격한 재판 절차와는 다른 당사자의 자주성, 자율성을 살린 해결이 필요하다는 정
책적 판단을 내리게 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당시 인정한 금융 불만의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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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분쟁 발생 건도 적지 않으나, 소액 사안도 많아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둘째, 상품 설명에 관한 불만과 분쟁 건이 많아 계약 대상 비가시성과 함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의 인정도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고, 셋째, 금융상품의 복잡
성, 다양성으로 인해 불만 및 분쟁해결에 고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금융 불
만은 오해나 감정적 갈등에 꼬이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결하자면 무엇보다 당사자 쌍
방의 납득이 중요하다는 점을 뽑았다.
일본에서는 무엇보다 간소, 간편, 신속하고 또 비용이 저렴한 해결, 또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지식을 동원해 문제를 풀고,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존재 여부에 치우치지 않
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터라 일본 정부는 금융 불만의
특징을 참작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재판 외 분쟁처리제도가 민사소송제도의 보완으
로 유효한 수단이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점차 강해졌고, 재판 외 분쟁처리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만 해결 및 예방 그리고 나아가 불만 발생요인을 제거해 각 업태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6)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때부터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 분야 ADR 도입 검토가 본격화
되었고, 1999년 4월 금융심의회 제1분과 도매ㆍ소매금융 실무반(이하, 실무반)에서 분
쟁처리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7) 이어 동년 6월 금융분야 ADR 도입 검토 의제를
담은 도매ㆍ소매금융 실무반 리포트 작성을 시작으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후 실
무반은 추가 논의를 거쳐 금융심의회에 「금융 분야에서의 재판 외 분쟁처리제도 정비
에 대해」라는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ADR제도 도입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
다.8) 그리고 이를 받아 금융심의회는 「21세기를 떠받치는 새로운 금융 틀에 대해」라는
답신서를 작성해 대장성에 보고하고 금융 분야 ADR 정비를 공식화했다.
금융심의회의 당시 답신서를 보면, 주안점은 다음 두 가지 사안이었다. 그 첫째가 금
융 분야 ADR이고, 둘째는 일본 증권시장의 인프라 정비와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것
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금융심의회가 실무반의 최종보고서(2000년 6월
9일)를 받은 후 경과기일 없이 곧바로(동년 6월 27일)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
분야 ADR 도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되는 동시에 그 당시 대장성, 금
융감독청과 금융심의회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
겠다.9)
6) 大森 泰人 외(2011) pp. 22-25.
7) 원 명칭은 ホールセールㆍリテール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으로, 1999년 4월 6회차 회의부
터 분쟁처리제도를 의제로 올려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실무반에는 변호사(3인), 교수(3인),
언론인(1인) 등 7인 멤버로 구성되었고, 옵서버로 은행(3인), 증권(2인), 보험(1인, 동경해상 경영
기획부 과장)이 참여하고, 관청에서는 법무성, 일본은행, 금융감독청 직원이 참석하였다.
8) 1999년 1월부터 시작된 금융심의회 논의는 2000년 6월까지 총 25회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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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심의회의 답신서에는 일본의 금융 분야 ADR 도입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
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등 일본 금융시장에 이
식할 ADR 틀이 종합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일본의 금융 불만과 분쟁처리 관련 제도
의 문제점, ADR 제도의 기대효과, 금융 분야 ADR 정비의 방향성이 총망라되어 담겼
을 뿐 아니라 금융심의회의 답신서와 그 안에 첨부된 실무반 보고서에는 일본 금융당
국이 당시 고민했던 것과 향후 지향했던 바가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10)
한편, 2000년 9월 일본 금융 ADR 도입 추진의 실질 기획자로 금융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제도 재단할 금융트러블연락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가 자율협의체로 만
들어졌다. 이 조정협의회에는 소비자행정기관, 소비자단체, 업계, 변호사회와 금융당국
이 참여하였고, 출범과 동시에 영국의 ADR 제도를 주시하면서 원활한 ADR 체제 도입
과 정착을 위한 운영모델 설계에 곧바로 착수하였다.11)
실제로 조정협의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개별 분쟁처리기관 간 연계 강화, 불만 및 분
쟁처리절차 투명화, 불만 및 분쟁처리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체제 충실화, 불만 및 분쟁
처리실적 적극 공표, 홍보활동을 포함한 소비자 접근성 개선 등 5가지 사안을 구체적
운영 목표로 설정하고, ADR 제도 도입체제 정비에 돌입하였다. 이처럼 조정협의회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금융심의회에서 일본 금융시장 내 ADR 도입을 기
정사실화했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이 1996년 금융 빅뱅을 시발로 2000년까지 일본 정부는 금융감독체제 개
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 정비 등 금융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그 속에서 금융
판매 창구 원스톱화와 금융법제 통일화 등이 추진되면서 일본판 금융 분야 ADR 제도
도입의 틀이 금융심의회로부터 일궈졌다.

2. 금융 분야 ADR 운영 체제 설계(2001년~2010년)
2001년 시작과 함께 일본 금융심의회가 나서 금융시장 재구축의 일환으로 금융소비
9) 실제 당시 일본 금융감독청, 일본은행, 금융재생위원회 인사가 금융심의회 옵서버로 참여해 상호
간 인식 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
10) 당시 실무반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금융ADR 도입 시 고려사안과 논점별 스탠스, 제도 운영 시
참고사항이 종합 정리되었다. 이 실무반의 금융심의회 보고 내용은 일본의 금융 ADR법 제정과
금융 ADR 운영 모델 설계 시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된다.
11) 조정협의회는 2000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 그간 조
정협의회는 제1차 회의(2000년 9월 7일) 후 지금까지 55차 회의(2018년 6월 27일)가 열렸다.
참고로, 2018년 6월 말 기준 조정협의회는 각 업권 ADR 지정단체8개 기관을 비롯해 소비자단
체, 변호사회, 학계 및 소비자청, 금융청 관계자 등 총 37명 외 사무국 1명 참석하였으며, 조정
협의회 사무국은 금융청 내 총무기획국 기획과 금융트러블해결제도추진실장이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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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 규정 제정, 금융트러블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조치 강구, 금융소비자 교육 및
계발 등 3가지 현안과제를 의결하기에 이른다. 이중 금융심의회는 금융 분야 ADR을
소비자 보호 및 금융트러블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라는 범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 나갔다.
이후 조정협의회가 2002년 4월 불만 및 분쟁처리모델 워킹그룹에서 확정한 금융 불
만 및 분쟁해결지원모델(이하, 지원모델)을 제시하고, 각 금융회사와 업계 단체가 이를
준용해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에 나서도록 조치하면서부터 일본의 금융 불만과 분쟁 처
리 흐름이 바뀌어 나갔다.12)
특히, 이 지원모델은 금융 불만과 분쟁처리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불만의 정의 및 불
만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정리되어 있다는 점, 금융상품 등에 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발생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투명한 해결책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원모델의 무게감은 불만과
분쟁해결체계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 방향성이 정리되어 있다는 점으로, 그중에서도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전체 중량감을 더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금융상품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공정, 중립적 입장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는 것을 불만 및 분쟁처리에 대한 기본 이념으로 정립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불만 및 분쟁처리에 대한 인식의 방향성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 나아가 이 기본 이념의 적용 대상을 민간형 ADR로 꼭 집고, 이를 각 업권의 불만
및 분쟁해결기관 규범으로 삼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지원모델의 무게를
배가한다 하겠다.
둘째, 불만 및 분쟁해결 지원모델의 운영 이념으로 불만 및 분쟁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과 그 재발 방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종의 불만 및 분쟁 재발방지
및 확대 방지와 예방을 중시함을 담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불만과 분쟁해결을 통해 소
비자를 보호하고, 해당 금융업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불만 발생의 원인과
그 배경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셋째, 금융 불만과 분쟁에 대해 다음 <표 2>와 같이 각각 정의를 내렸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금융 불만이 분쟁해결 지원기관의 규칙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이는 금융 불만과 분쟁해결의 범위를 획정

12) 워킹그룹은 소비자행정기관 대표로 국민생활센터 상담실장을 비롯해 소비자단체(2인) 및 금융업
권별 대표단체(5인), 변호사회(2인), 학계(3인) 그리고 금융청 총무기획국과장 등 14명 구성되었
다. 여기서 금융업권별 대표단체는 일본손보협회, 생보협회, 전국대부업협회, 전국은행협회, 일
본증권업협회 등 5개 협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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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나아가 이 정의는 이후 금융업권별 ADR 기관이 운영규정
과 규칙에 금융 불만과 분쟁 정의를 포함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한
결 더 크다 하겠다.
<표 2> 금융 불만과 분쟁에 대한 정의
구분

정의

불만

관계자의 책임 또는 책무에 기초한 행위나,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 또는 영업활
동 등에 기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분쟁

상기 불만 사례 중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각 기관에서 정한
분쟁해결지원 규칙에 따라 그 처리를 신청하여 해당 규칙에 따라 해결을 도모
하는 것

출처：日本 金融トラブル連絡調整協議会

넷째, 불만 및 분쟁해결지원 담당자의 능력 제고와 인력 육성을 규정화했다는 점이
다. 실제 불만 및 분쟁해결지원 절차가 충분히 기능하려면 불만 및 분쟁사안의 해결을
지원하는 담당자의 능력 향상이 불가결하다. 이에 불만 및 분쟁해결 담당자는 경험, 연
수이력 등을 고려해 임용할 것을 규정화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또한 담당자 연수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관련 지식과 능력이 체화될 수 있도록 연수 내용 등을 구체화하
도록 제시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요구사항도 명료하게 적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금융업계 자율에 의한 불만 및 분쟁해결에 금융당국이 지원토록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 불만 및 분쟁은 직접 당사자인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것
임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단지 불만 및 분쟁해결지원 개선 활동을 지원
하는 것으로 정리한 점이다.
한편, 조정협의회는 불만 및 분쟁해결 지원기관에 소비자 이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
서 금융당국이 해야 할 두 가지 사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첫째가 개별 불만 및 분쟁해
결 지원기관 간 정보ㆍ의견 교환을 통한 각 기관의 운영 개선 및 기관 간 협력 촉진이
고, 둘째 불만 및 분쟁해결 지원기관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바로 민간 ADR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DR 촉진법)이다. 이 ADR 촉진법
은 2004년 12월 공포되어, 2007년 4월에 시행된 법으로, 2009년 제정되는 금융 분야
ADR 시행 근거법인 금융ADR법의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13)
13) ADR 촉진법은 전체 조문 5장 34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2009년 일본 정부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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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DR 촉진법의 제정 경위를 보자면, 1999년 일본 정부가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를 설치해 사법제도에 대한 전면 개혁을 착수한 때로 올라간다. 당시 일본 정부는 명확
한 규율과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후 체크ㆍ구제형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명제를 설정
하고, 법이용자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논의된 사법제도 개혁안에 배심원제도 도입과 함께 ADR 기능 확대
및 활성화 도모 방안을 포함시켜 새로운 법 제정에 착수한 것이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ADR의 존재 의의와 국민 인식 및 이해 부족을 타개할 필요성
과 함께 민간 ADR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해 국민이 이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고 불안감
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로 ADR 촉진법의 제정을 서둘렀다. 더욱이 실제 분쟁 조정 및
알선 등에 전문가가 관여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데다 ADR 진행 시 시
효가 중지되지 않고, 재판과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편의성 제고를 위
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했다는 것도 일본 정부가 ADR 촉진법 제정에 적극 나선 배경이
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중재에 관한 법률을 국제정합성 도모 차원에서
2003년 8월 개정 공포, 2004년 3월 시행했다. 이는 일본 중재법 제정(1890년) 후 113
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중재제도의 국제표준인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준용한 것이었다. 이 중
재법 역시 민간 ADR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 차원에서 개정한 것으
로, 중재 합의 대상 분쟁에 대해 소송 제기 불가, 중재절차 개시 시 소멸시효 중단 등
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상과 같이 ADR 활성화 촉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전방위 지원 속에 금융심의회는
조정협의회의 금융 불만 및 분쟁해결지원모델을 토대로 추가 검토과정을 거쳐 2008년
12월 금융심의회 금융 분과 주도로 최종 민간 ADR 도입방안인 금융 분야의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기본방향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최종 금융
ADR 도입 방향이 확정되었다. 이때부터 금융ADR 용어가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와 병
기되다가 이후 금융 ADR로 용어 통일이 되고, 금융심의회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금융 분야 ADR제도 도입 방향이 종결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금융심의회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 16개 금융업법에 지정분쟁해결
기관제도에 관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09년 3월에 각의에서 결정하고 국회로 송부하였다.14) 이후 동 법률안은 중의원 재
융ADR법을 제정하면서 이 ADR 촉진법의 규정을 상당부분 준용하였다. 다만, 금융ADR법은 각
금융업법에서 금융회사가 일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도모한다는 점
에서 민간의 ADR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ADR 촉진법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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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금융위원회를 거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이어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일본 금융ADR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완결되었다. 그리고 난 후 일
본 정부는 금융 ADR법이 완성됨에 따라 각 금융업권을 규율하는 각 업법에 금융
ADR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금융협회 주도의 금융 ADR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 금융ADR법 시행 후속책으로 금융상품 거래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등에 관한 법령을 2009년 12월 공포하였다.
한편, 금융 분야 ADR에서 지정분쟁해결기관 관련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한 금융 분야 ADR 가이드라인이 2010년 4월 발표됨으로써 각 금융협회는 이에 맞춰
지정분쟁해결기관 지정을 준비해 신청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금
융 분야 ADR 시행에 따른 금융감독지침 및 금융검사매뉴얼을 개정하고, 2010년 6월
발표함으로써 일본판 민간 금융ADR제도 도입체계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각 금융회사
와 금융협회는 일련의 법 규정과 시행령 그리고 금융분야 ADR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각기 ADR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으로 ADR 시행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Ⅳ. 일본 보험 ADR 운영구조 변천과 안착 과정
1. 신구체제 양립(2010년 9월~2012년 4월)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ADR 제도 도입의 틀이 완성되고, 이에 맞춰
일본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개정된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지정분쟁해결기관
을 신청하였다.15) 그리고 2010년 9월 손해보험 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손
보협회는 즉시 보험ADR 운영기구로 손해보험분쟁해결지원센터(약칭 손보ADR센터)를
설립하고, 손해보험업무 등에 대한 분쟁해결업무규정을 제정해 보험소비자 불만과 분
쟁에 대한 정의 등을 다음 <표 3>과 같이 규정화하였다.

14) 각 금융업법에 새로 ADR 규정이 포함되고, 이들 각 금융업법에 신설된 ADR 규정들을 통틀어
금융ADR법 또는 금융ADR제도(금융분야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제도)로 통칭된다. 다만, 이 금융
ADR법은 앞서 2007년 제정된 ADR 촉진법을 상당 준용하고 있으나, 금융ADR법이 각 금융업
법에서 금융회사가 일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간 ADR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ADR 촉진법과는 차이가 있다.
15) 일본손해보험협회는 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행하는 ADR 지정분쟁해결기관으로 내각대신이 지정
하며, 근거법령은 금융ADR법 제2조, 보험업법 308조의 2 제1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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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손해보험업무 등에 대한 분쟁해결업무규정(제2조 3)
구분

정의

불만

① 손해보험업무 등에 관한 불만족의 표명
② 자동차배상책임보험회사업 등에 관한 불만족의 표명

분쟁

상기 불만 가운데 당사자 간 해결하지 못하고 제29조에 정하는 분쟁해결절차
신청이 가능한 것

출처：日本損害保険協会

또한 손보협회는 손보ADR센터 안에 ADR평의회와 ADR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ADR평의회는 지정 ADR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업무집행권한을 손보
협회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사업계획 예산, 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 권한을 가지며, ADR평의회 위원으로는 외부 공익위원 2인, 손보협회
상근임원 2인, ADR 운영위원회 위원장 1인 등 5인으로 구성하였다.16) 그리고 ADR운
영위원회는 ADR평의회 하부조직으로, 실무 및 평의회 부의사항을 사전 심의하도록 조
직되었다.17)
<그림 2> 일본손보협회의 소비자 상담, 불만, 분쟁 대응체계(2010년~2011년)

출처：日本損害保険協会
16) 평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외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외부 공익위원은 임기 2년으로 연임
이 가능하게 했다(山本 和彦ㆍ井上 聡 2012, p. 265).
17) 운영위원회 위원은 분쟁해결위원 4인, 손보협회 임원 2인 등 6인으로 구성되었다(山本 和彦ㆍ井
上 聡 2012,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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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4월 손보ADR센터로 모든 소비자 상담, 불만, 분쟁 업무가 통합되기
전까지 신구체제가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이 시기 손보협회의 소비자 상담,
불만, 분쟁 대응체계는 위의 <그림 2>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었다. <그림 2>에서와 같
이 ADR 시행 초기에는 종전 손보협회 본부와 각 지부에서 운영해 오던 손해보험상담
실과 자동차보험청구상담센터에서 그대로 소비자 상담 및 문의 대응을 하고, 지정분쟁
기관 업무는 손보협회본부에 설립된 손보ADR센터가 담당하는 이원화체제로 운영되었
다. 그리고 그동안 도쿄와 오사카에서 운영되던 손해보험조정위원회는 손보ADR센터
가 담당하는 분쟁해결절차 합의제의 심사의 장으로 그 기능을 이동시키고, 명칭 또한
심사회로 변경하였다.18)

2. 체제 일원화(2012년 이후)
종전 손보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보험소비자 불만 및 분쟁 대응체제와 함께 공
존했던 ADR체제의 양립 기간을 거쳐 2012년 4월 손보협회는 손보ADR체제의 공고화
를 위해 그간 존립시켰던 소비자 상담, 불만, 분쟁 접수체제를 손보ADR센터로 통합
일원화시킨다. 그 과정에서 손보협회는 손보ADR센터의 정식 명칭을 기존 손해보험 분
쟁해결 지원센터에서 손해보험 상담, 분쟁해결 지원센터로 개명하고, ADR체제 정착에
매진하였다.
당시 진행되었던 신구체제 통합과정을 보면, 우선 손보협회는 손해보험상담실과 자
동차보험청구상담창구 업무를 손보ADR센터 내 흡수시키면서 체제 통합을 발동시켰
다. 이어 손보협회는 법적 근거인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손보회사와 소비자의 불만 문
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 불만 접수나 소비자와 손보사 사이의 화해안 제시 등
의 분쟁해결 지원을 손보ADR센터가 전담하는 체계로 일원화시켰다.
또한 손보협회는 손보ADR센터에서 취급하는 불만과 분쟁의 범위로 손보협회와 지
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절차 실시 기본 계약을 체결한 손보사(손보협회 회원사 26개
사)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했다. 이로써 손보협회와 지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절차 실시
기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 손해보험회사는 외국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일반
사단법인 보험옴부즈만을 통해 보험 불만 및 분쟁에 대응하는 이원체제가 일본 손해보
험시장에 형성되었다.

18) 山本 和彦ㆍ井上 聡(2012), pp.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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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손보협회의 소비자 상담, 불만, 분쟁 대응체계(2012년 이후)

출처：日本損害保険協会 そんぽADRセンタ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구체제를 통합한 후 손보협회는 ADR운영체제를 견고
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다진 결과, 손보ADR센터의 보험소비자 불만처리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또한 불만해결건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절차 이용 인식도 차츰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실제 2014년까지 불만처리절차 진행률은 20%대에 머물렀으나, 2015년 이후 40%
대로 상승하였고, 이후 그 추세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처리절차 진행률
의 상승은 2012년 이후 3년 만에 손보ADR센터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그리고 불만처리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가 서로 납득이 안
돼 분쟁해결절차로 넘겨져 처리된 결과 역시 손보ADR체제 일원화 후 화해 성립률은
보험 ADR 시행 초기였던 2012년 30.6%였던 것이 2015년 37.1% 그리고 2017년
43.2%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화해 실패율은 계속 반대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이
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 또한 일본 보험시장에서 보험 ADR체제가 안착하고 있다는 반
증으로 평가할 수 있다.19)
19) 일본손해보험협회의 보험 ADR 운영 추세를 시계열 자료로 분석한 남상욱(2019)에 따르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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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손보ADR센터의 불만처리절차 진행률
불만접수1)(a)

(단위：건, %)

불만처리절차2)(b)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b)/(a)×100

20.79

26.19

41.90

43.55

41.19

36.12

주：1) 소비자가 불만 신청서를 작성해 손보ADR센터에 접수한 것
2) 불만을 접수한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손보ADR센터가 소비자 불만 내용을 해당 손보사에 통
보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것
출처：日本損害保険協会「そんぽADRセンターにおける苦情ㆍ紛争解決手続の実施概況」
각호

Ⅴ. 일본의 보험 ADR 평가 및 시사점
어떠한 대상에 대해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제때 해소되지 않아 분쟁으로까지 확
대되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유형별로
나누면, 크게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안 되
면 소송을 통해 시비를 법률에 의거해 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3자를 통
한 알선, 조정, 중재와 같은 ADR이다.
ADR은 불만 및 분쟁 발생 당사자 간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내는 재판을 대체하는
갈등 해소 방법으로, 무엇보다 소송에 따른 과다하고 또 불필요하고 사회적 비용 지출
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ADR을 통한 분쟁 해결은 당사
자 사이의 신뢰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 문제 해소
해결절차 진행 결과 비록 화해 성립보다는 화해 불성립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특별조정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의무적 화해안을 수용하기 보다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
사가 상호 납득할 수 있는 화해안으로 화해를 성사시키는 것이 증가하고 했음을 역설적으로 보
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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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더 유리한 데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호 신뢰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금융 분야 ADR 제도 도입과 실제 일본손해보험협회의 보험
ADR 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사회적 편익 측면, 보험소비자 편의 측면 그리고 보험
업의 지속발전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편익 측면이다. 일본에서는 1996년 금융 빅뱅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
이 나서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비용 지출에 따른 부담 경감
과 공정한 해결 도모를 위한 관련 금융제도 개혁에 나섰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금융시
장에 쌓여 온 금융소비자의 불만 해결 통로를 공정, 공평하게 새로 만들고,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갈등 해소 구현 차원에서 금융 분야
ADR를 전격 도입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ADR 도입 추진은 소위 공정하고 인정미 넘치는 중재 실현을 지향하
면서 관 중심이 아닌 민관이 같이 제도 도입방안을 숙의해 제도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
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20)
즉, 일본의 금융 분야 ADR은 민간주도로 무엇보다 행정기관 등을 거친 반 자율적
합의 유도가 아닌 금융권별로 자체 설립한 협회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계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편의 측면이다. 일련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은 누
구보다 그 상대방인 금융회사가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상대방인 그
금융회사가 적격이다. 불만이 발생하면 우선 불만 요인을 일으킨 상대방을 찾아 그 해
결을 요구하고,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소비자
로서는 가장 편리하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금융 ADR 체계 속에서 제일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불만
을 해결하도록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보험소비자
와 보험회사 간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리를 설치했다. 보험
ADR 역시 불만처리절차 개시 전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
하고, 당사자 간 협의해 거치게 하는 것을 첫 단계 대응 절차로 규정해 놓고 있고, 분
쟁해결절차에서도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구체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불만처리절차를 다시 밟도록 규정하는 등 당사자 간 우선 협의를 중시하면서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보험업의 지속발전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보험 ADR 운영을 통해 일본 보
20)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명판결로 알려진 오오오카 다다스케(大岡 忠相)의 이름을 따 오오오카의
중재 또는 판결이라는 의미의 오오오카 사바키(大岡裁き)라 호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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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믿음의 간극이 좁혀질 여지가 많이 생겼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보험은 한마디로 신뢰 산업이다. 계약자의 신뢰, 일반 대중의 신뢰가 보험업
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초저금
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량 이차역마진 사태가 벌어지고 보험회사 파산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신뢰에 큰 손상을 입은 바 있다. 이후 일본 보험소비자는 보험 관련 불만과 분
쟁 발생이 많이 늘어났으나, 보험업계의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로 소비자 불신이 더 커
지지 않고 잦아들었는데, 그 기반 중 하나가 보험 ADR 운영 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보험회사는 보험 ADR을 통해 계약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파생되는 여러 잡음 발생을 줄여나가면서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 전략을 택했고, 이
것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해 지금은 2005년 보험금 미지급사태 전 사회적 신뢰 수준
을 회복하였다. 이는 현재 보험, 보험상품, 보험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여전히 낮
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보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한 방도로 보험회사가 자
주적으로 보험소비자 불만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긴요함을 보여
준다 하겠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보험 불만 및 분쟁해결 체계를 돌아보면, 그 운영과정에서 많
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특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명확하지 않은 보험 민원처리 기준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상호 불신의 골
이 부득이 깊어지는 문제 파생 등은 서둘러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에서도 금융분쟁위원회에서 보험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소비자와 보험회
사 간 자율적 민원 조정을 할 수 있는 민원자율조정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 분쟁조정은 행정형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순수한 민간형 ADR체제와는 결이 다르
다. 그리고 민원자율조정제도의 경우도 감독당국을 거치고,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안되
면 감독당국이 직접 나서는 형태로 순수 ADR의 순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면
이 있다. 반면, 일본은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억제 그리
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호 신뢰하고 납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 불만과 분쟁을
해소해 나가는 체계를 안착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이 ADR를 그동안 치밀하고 탄탄하게 정착시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금융과
보험 불만의 제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체제 정립과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불신의
씨앗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당사자의 상호 신뢰를 높이는 ADR이 가지고 있는 순기
능이 작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보험업계의 신뢰 수준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직 기대
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에 대한 사회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라도 보험 불
만과 분쟁해결체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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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 볼만한 것이 우리도 금융 분야에 ADR 체제를 접목하
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분쟁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미 행정형 ADR 체제가
존속하고는 있으나, 일본처럼 순수 민간 주도의 ADR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순수
민간형 금융 분야 ADR 체계에 대한 도입에 대한 이제 심도 깊게 논의를 할 가치가 있
다. 특히, 현재 금융권 중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의 보험 불만과 분쟁 해결
체계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선행적으로 고려해 할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차적으로 검토 가능한 것이 보험소비자가 불만 발생 시 감독원을 거치지 않
고 그 상대방인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로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주
는 것이다. 즉, 불만이 생기면 곧바로 감독원에 민원을 넣지 말고 해당 보험회사에 접
수해 1차 해결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안 되거나, 보험회사가
문제 해결을 회피하면 생, 손보협회의 불만해결절차를 거치게 하는 수순에 대해 공론
화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면, 감독당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험소비자 불만
해결이 시작되어 시간상으로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책임경영의식도 높일 수 있고,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불신의 골도 자율적 해결을
통해 메울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 민원에 대한 규정을 정립해 간접적으로 보험 민원 접수 대상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 민원뿐 아니라 여타 금융 민원도 마
찬가지로 민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민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
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민원 남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ADR에 대한 그간의 이론적 정의와 ADR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학
계 논의를 고찰하고, 일본 손해보험업계에서 보험 ADR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나타난
실제 이점을 그간의 학계 주장과 대응해 살폈다. 그 결과,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주장
과 같이 ADR이 불만과 분쟁 당사자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서 충분
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불만과 분쟁 해결 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상
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한계는 일본 정부와 금융심의회 그리고 금융업계가 ADR 체제 도
입과 진척 논의 과정상에서 생산한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제도 운영 과정
과 안착 상황을 추적해 실제 민관 사이의 이견 상충과 의견 조율 등에 대한 깊은 사정
까지는 밝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정밀한 일본의 ADR 도입 과정사를
살피기 위해서는 문헌 연구 외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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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만과 분쟁 해결의 궁극적 목표는 보험소비자 보호이다. 그리고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잘 해소해야 보험업도 발전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
용 발생을 가능한 차단하고,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불신이 아닌 신뢰의 길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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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ckground and Stabilization Process of
Non-Life Insurance ADR in Japan

Sang-Wook Nam*
21)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for insurance
disputes of Japan, which is building trust between parties and reducing
unnecessary social costs by amicable coordinating of insurance consumer
complaints from a neutral and fair standpoint. In particular, this study tracked
how insurance complaints and dispute settlement system were reformed in
Japan, with attention directed to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designing
the financial ADR system, which was the trigge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urance ADR. Complaints need to be prevented in advance. However, it
is no less dubious to connect that resolving complaints quickly and rationally
is very important in the management and trust of insurance companies. In
this regard, the case of Japan, which has settled insurance complaints and
disputes quickly and efficiently through the Insurance ADR, and above all, a
solution acceptable to both consumers and insurance companies, has much
to suggest to us.
<Key Words> ADR, Complaint, Dispute, Finance, Insuranc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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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연구｣ 제35집 제1호(통권 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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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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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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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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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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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진그룹 오너 조양호 일가의 소유지배에 관한 사적 고찰(김 동 운)
② 한ㆍ중 증권시장 발전사의 비교분석(문 성 주ㆍ김 홍 배ㆍ김 우 수)
③ 조직변화와 정의에 관한 사적고찰: 2009년 쌍용자동차(조 성 준ㆍ전 정 호)
④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배 수 진ㆍ황 준 성)
⑤ 세계 최장수 기업 고용시스템의 역사와 복지자본주의
– The Hudson’s Bay Company, 1880~1930 –(선 재 원)
⑥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임 욱 빈ㆍ신 용 준ㆍ안 상 봉)
81. 第32輯 第1號(通卷 81號) (2017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사적고찰 및 기호학적 분석(이 지 석ㆍ김 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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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요타, GM, 폭스바겐의 위기역사와 시사점(양 성 국)
③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정 유 석)
④ 영국 산업혁명의 의의와 시사점(이 웅 호ㆍ이 혜 자)
⑤ POSCO’s Growth History and Stakeholders’ Interests(문 성 후ㆍ박 영 렬)
82. 第32輯 第2號(通卷 82號) (2017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국내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의 변화(1990~2015)(고 해 리ㆍ이 지 은ㆍ김 상 균)
② 불스원의 창업과 성장사: 마케팅전략을 중심으로(이 웅 희)
③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 욱 빈ㆍ이 장 희ㆍ김 봄 이)
④ 코넥스(KONEX)시장의 발전과정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황 성 수)
⑤ 두산120년 – 적응과 변신의 역사(신 현 한ㆍ야나기마치 이사오ㆍ곽 주 영)
⑥ 일본 백화점계의 조선 진출과 경영전략(노 혜 경)
⑦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안 상 봉ㆍ신 용 준)
⑧ 소득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이상과 한계를 중심으로 –(서 정 우)
⑨ 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의 ‘가계부적기 운동’(한 형 성)
⑩ A Survey on Recent Studies on Corporate Governance
(Sung-Hwan ChoiㆍJee-Hoon LeeㆍDong-Ryung Yang)
⑪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1986~2016) – 창립기(1986~1994)의 발자취 –(고 승 희)
⑫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1986~2016) – 도약기(1995~1999)의 주요활동과 성과 –(김 성 수)
⑬ 롯데마트와 중소 협력업체 간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연구:
2012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시점을 중심으로(박윤희ㆍ서유정)
83. 第32輯 第3號(通卷 83號) (2017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경제부흥원조의 시작과 기업의 대응(류 상 윤)
②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의 성장사 연구(곽 기 호)
③ 우리나라 소득세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서 희 열ㆍ조 연 엽)
④ 라이나생명보험의 인재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 준 기ㆍ이 종 구)
⑤ 셀룰러제조시스템의 셀 형성을 위한 그룹테크놀러지에 관한 연구(이 용 균)
⑥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1986~2016) – 성장ㆍ발전기(2000~2011) –(이 건 희)
⑦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1986~2016)
– 성숙기(2012~2016)의 연구 성과와 향후 진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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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第32輯 第4號(通卷 84號) (2017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웁살라 모형의 국제화 단계에 비추어 본 LG전자의 국제화 역사에 관한 연구
(송 기 홍ㆍ정 재 호ㆍ조 혜 진)
② 서울특별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전략(홍 권 표)
③ 한국기업의 중국 동북 3성 진출 역사와 시사점(양 영 수ㆍ박 영 렬ㆍ이 재 은)
④ 한국의 종합상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제도의 도입과 폐지과정을 중심으로 –(신 장 철)
⑤ 신용평가산업의 역사와 신용평가 관련 연구에 관한 고찰(진 동 민)
⑥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변천 및 기업의 진화 – 쿠팡, 티몬, 위메프를 중심으로 –
(김 현 회ㆍ이 병 희ㆍ백 필 호)
⑦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성격변화(서 광 석ㆍ안 종 태)
⑧ 한국 지역 전통상인의 경영특성과 역사적 의의 및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개성상인과 병영상인을 중심으로 –(김 홍 섭)
⑨ 미국 복지자본주의의 선구적 실천 – 넬슨제조회사(N. O. Nelson Manufacturing Co.)
창업자의 도전, 1886~1918 –(선 재 원)
⑩ 동래상인집단의 성쇠프로세스에 대한 史的 고찰(임 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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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第33輯 第1號(通卷 85號) (2018年 2月 28日 發刊)
<論文>
① 경영의 은유법적 접근 사례 –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의 Vision House –(김 인 숙ㆍ장 영 철)
② 삼성전자의 조직정체성 형성 과정(장 용 선)
③ 조선 초기 태종의 경영 리더십 분석：ser-M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여 현 철ㆍ엄 재 근)
④ 한국 제약 기업의 국제 특허 활동 고찰：기업 규모별 비교를 중심으로
(문 희 진ㆍ정 재 은ㆍ정 소 원ㆍ최 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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