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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Corporate Growth: 75 Years of
Core Managerial Competences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by Daewoong Pharmaceutical
1)

Shi-Young Kim*ㆍWoong-Yeol Yang**ㆍGwang-Soo Choi***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Daewoong Pharmaceutical’s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
performance, and surveys and analyzes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its driving forces. It presents the standard business direction by considering
the core competencies and business strategies that made it able to rebound as a
leading ETC pharmaceutical company in Korea, and then a global pharmaceutical
company. Hence, we divided its core competencies based on the value chains
across the 75 years of the company’s history. Moreover, achieving continuous
corporate growth through a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y has allowed it to
aim to optimize the value chain such that it can grow further on a global scale
in the long-term, concentrat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mediumand long-terms, focus on marketing in the medium- and short-terms, and foster
marketing-based distribution in the short-term. With its current management
strategy, the company has been able to add fuel to the fire on both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and will continue to grow and maintain its position as a
leading pharmaceutical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in the future. This
research paper is a good reference for companies that have difficulties in
achieving localization due to different government regulations.
<Key Words> Daewoong Pharmaceutical, Value Chain (Core Competency), Business
Diversity Strategy (Local Studies, M&A), Marketing
* Adjunct Professor (Ph. D), School of Business, KyungHee University, Leading Author.
** Director, Global Operation Division, Daewoong Pharmaceutical CO. LTD, 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WooSuk University,
dheas200@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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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of the Research
In the local pharmaceutical industry, there are two contradictory values
that overlap: control value and promotion support value. In addition, the
choice of healthy policy areas, such as financial stability of health insurance
and the guidance on generic drugs, and the choice of industrial policy
area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and the provision of an
industrial growth environment, are areas that have conflicts of interest
(Vandergrift et al., 1997; Morgan, 2008).
The pharmaceutical market is a special market where a legal monopoly is
recognized by patents, and each pharmaceutical company is continuously
improving their competitiveness, such as through strategic alliances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M&As)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 order to expand their own R&D
capabilities and market dominance (Pyeon, 2012).
In previous research, Graves and Langowitz (1993) evaluated 16 companies
in the U.S. pharmaceutical industry from 1969 to 1987, and showed that the
bigger the scale of the company, the higher the R&D investment. Further,
Dimasi, Grabowski, and Bernon (1995) analyzed 12 U.S.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showed the existence of economies of scale due to the
investment in R&D.
Mahlich and Roediger-Schluga (2006) used 15 listed companies in the
Japanese pharmaceutical industry in their models, which sho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resentative sales amount of the company’s
scale and the intensity of R&D. In addition, the analysis conducted by Lee
and Cho (2014) showed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scale
and R&D activity due to the existence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Most
studies mention R&D as the core management tool for the three phases of
company growth, highlighting the development of the new drugs in the
local pharmaceutical industry that achieved 29 successful performances
(Korea Economy, 2018), yet performance-linked global corporatization is
- 6 -

Shi-Young KimㆍWoong-Yeol YangㆍGwang-Soo Choi The Study of Corporate Growth: 75 Years of Core Managerial Competences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by Daewoong Pharmaceutical

not actively researched.
Recently, given the Nagoya Protocol that came into effect in October
2014 regarding fees that should be paid when importing animals and
plants, there have been some difficulties. These include the issues related
to royalty payments of drugs made from overseas materials,1) claims for
patent nullity trial to occupy the generic drugs market,2) the possibility of
M&A with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cannot guarantee that
it will survive even with an aqueous strategy3) (Han, 2015).
Therefore, in a fiercely competitive market, and a technological environment
that is rapidly changing, each company adopts its own corporate strategy
in order to survive the competition and grow; differences in strategies are
therefore present between companies in the same industry.
In this kind of situation, Daewoong, which was established in 1945, released
Ursa, its representative product, in 1961. As a leading company in the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it has secured its global network in Asia
and North America through pioneering the overseas market. Daewoong has
continued to run a surplus with annual growth of more than 10% since the
company went public in 1973.
In addition, Daewoong is the most active at challenging itself in the
global pharmaceutical market. The company raised its sales from the
mid-level to the top-level in 2000, and successfully achieved 1 trillion KRW
in sales in 2019.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re management
competencies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ies of corporate management
using corporate history.

1) 9.12.2014 Page 2 of The Daily Economy “accidentally paying 500 billion won for every
domestic bio industry,” 2014.4.14. The Korean Economic No. A19 “an additional
charge 500 billion per year... Bio Resource War Cotice.”
2) 04.14.2014 The Koran Economy No. A21 “preempt generic drug markets.”... claims
for Patent Nullity Trial floodgate.
3) 04.03.2014 The Koran Economy No. A38 “pharmaceutical industry without 1 trillion
won in sales”. Kim Hyung-ho Hankyung Desk.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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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gnificance of the Studies
There are three major implications for conducting these studies;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corporate management is divided into two areas:
management and R&D. In the long-term prospective, the company is running
a management to maximize profit, and leading R&D to create a global
corporatization capability. Moreover, we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priorities
of management choices that were needed to grow the company into a global
pharmaceutical company from the business growth phase.
Second, the study can identify the need to differentiate core competencies
into primary activities and support activities through corporate growth
history, and categorize them as the corporate management’s primary activity
and systematization of support activities.
Third, the company has secured its business direction to grow from a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y into a global company.
Since the innovative future strategy is in the company’s history,4) inding
management core competencies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ies, then
developing them into business standard models for global companies
through the 75 years of Daewoong Pharmaceutical company history seems
to represent the Korea pharmaceutical industry.

3. Purpose and method of research
Based on the history of Daewoong Pharmaceutical, the company is targeted
at giving practical and academic implications to the industrial sciences in
relation to corporate management by categorizing its systematic growth into
the corporate management that can be turned into management activities
(marketing, etc.) and R&D. Additionally, it aspires to be a respected worldclass drug manufacturing company.

4) Daily Economic Newspaper, quoted from Interview Articles of July 26, 2014 (the
Daily Economic Saturday section) “Innovative Future Strategy is in the Company
History”. George David Smith -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ew York.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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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alyzing the 75 years of Daewoong Pharmaceutical’s growth history,
we can examine the core competencies and drivers that made it able to
achieve significant growth in production performance and sales in a
relatively short time, how it continues to lea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what is the key to maintaining its statu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method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history research. We
u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pers, publications, and professional books,
on corporate history. The key points on the management of Daewoong
Pharmaceutical as a domestic representative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arranged systematically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and describes the background, significance, and purpose of the research.
Chapter 2 present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current status of
Daewoong Pharmaceutical. Chapter 3 includes the analysis of core competencies,
and Chapter 4 presents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Ⅱ. Content
1. Theoretical Background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managerial competencies and leadership
of pharmaceutical companies, such as those about Ilhan New of Yuhan
Corp. (Hwang, 1994), Lee Jung-Ho of JW Pharmaceutical Co. (Kim, 1995), Yoon
Young-hwan of Daewoong Pharmaceutical (Ahn, 1995), Kim Seung-Ho of
Boryung Pharmaceutical Co. (Kim & Lee, 2003), and The Professional Management of Ildong Pharmaceutical with Lee Jung-chi as CEO (Kook, 2012). In
terms of studies regard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companies, there are Boryung Pharmaceutical (Lee, 2003), Donghwa
Pharmaceutical (Go, 2007), The Study of R&D Invest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Pharmaceutical Business (Lee & Lee 2007), R&D Expenditures
for Pharmaceutical Company (Lee, 2015), and Capitalization of Pharmaceutical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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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nd R&D’s Expenses (Kim, 2016). However, recent research on
Daewoong Pharmaceutical as a leading global pharmaceutical manufacturer and
global corporation is limited, as research discuss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mainly focus on R&D.
This paper presents the business practices and the theories regarding the
prioritization of corporate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and the decisions
made to improve growth and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urning this company into a leader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2000, as well as the key competencies of the corporation that it
maintained for over 75 years.
This research referred to “The Study of Life and Management Concepts
of Daewoong Pharmaceutical’s Yoon Young Hwan” by Ahn (1995), and
“The Analysis of 80-Year Core Management Competencies of Dong A
Pharmaceutical” by Han (2015). The core competencies analysis is categorized
into primary activity and support activity, based on the value chain5) by
Professor Michael Porter.6) This especially caters to the profit creation
element of corporate management as a primary activity because it is an
embedded theory of marketing relationships. All data related to Daewoong
Pharmaceutical are mainly downloaded from its website (www.daewoong.co.kr).
In addition, the author added the events in which he has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d, noting what he has seen, heard, and experienced
while working at the company.

2. Daewoong Pharmaceuticals’s Status
1) Present Management of Daewoong Pharmaceutical
Daehan Vitamin (now part of Daewoong) introduced a vitamin manufacturer
5) The value chain is a model that is used to find an improvement point by identifying
one’s competitive position in order to establish a competitive strategy in the industry.
It should show how the business process can be improved, and how one can carry
out activities so as to increase the value at each stage of the value chain.
6) Michael Eugene Porter (may 23, 1947 ~) is an American scholar who mainly studies
business and economics, and is the founder of The Monitor Group. He is currently
a professor at Bishop William Lawrence University of Harvard Business School.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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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in Seodok with USD 50,000 funded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CA) in 1956. Since the acquisition of Daehan Vitamin in 1966,
Daewoong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and increasing its capital and
sales. The capital increased from 10 million KRW in 1966 to 6.5 billion
KRW in 1994, and total sales increased to 113.4 billion KRW. It reached
240 billion KRW in 2004, 509.9 billion KRW in 2010, and 1 trillion KRW in
2018 (Medipana, 2019), and has been forecast to reach 1.65 trillion KRW
(55.7 billion KRW sales profit) in 2019 (Prime Economy, 2019). It has
established the foundation as a leading pharmaceutical company in terms
of size.

<Table 1> Sales of Daewoong Pharmaceutical
(Unit : in millions KRW)

Division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Total sales
amount

208,396

509,993

839,636

883,920

960,307

1,031,427

Source: Repository of Korea’s Corporate Filings (dart.fee.or.kr) official data

Regarding the number of employees, Daewoong Pharmaceutical had 861
people (664 males, 197 females) in 2005, 1,256 people (983 males, 273
females) in 2010, and 1,378 people (991 males, 387 females) in 2015. The
number reached 1,395 people (1,002 males, 393 females) in 2018, showing
an incremental increase of more than 61.7%.

2) Business Organization
Daewoong Pharmaceutical responds quickly to the changing conditions
in its corporate environment, and has established flexible links between
organizational units. To put it another way, each unit is built with specialized
functions that are centered on its flexible operating system. The organization
is mainly divided into management, development and academic, central
research institute, production, marketing management, sales, hospitals,
wholesale, and distribution business sector. These branch out even more
into divisions, teams, or sections based on the specialization of each unit.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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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mplementing the team system first, the management has been able to
operate a flexible organization,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lso, in order
to transform from a control-oriented manager into a function-oriented
organization, the team leader is transferred based on skill and achievement,
regardless of their position, there are some supervisors for each function
in the team, and each member is able to be promoted quickly, as long as
they are capable. In particular, after the Management by Operation (MBO)
system7) was introduced in the industry, the company started to set its
business plan every year, making targets for the company and each department,
then monitor it on a yearly, monthly, weekly, and daily basis. In the marketing
department, the company selected a high-growth management concept by
implementing a target management tool using Point System (PS). Furthermore,
Daewoong eliminates traditional regulation of past management to create
and utilize knowledge of its organization members, and carry out Success
of Project (SOP)8) systems to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the members,
enabling them to implement ideas effectively (Choi Min-young, 2010).

3) Daewoong Pharmaceutical’s Affiliation
Daewoong Pharmaceutical turned into a holding company in early 2000
with the intention to diversify its business, streamline its management, secure
corporate stability, and defend management rights of foreign capital.
Pharmaceutical holding companies have many opportunities to create
added value because they are equipped with the expertise and funding
capacity to actively conduct pharmaceutical business M&A, pharmaceutical/bio
venture establishment, incubators, and equity investment through conversion
of pharmaceutical companies (Palmstock, 2017).

7) MBO was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in the “The Practice of Management,” which
was published in 1954.
8) SOP can be known as Daewoong Pharmaceutical’s unique system which accumulates
and shares knowledge within the department by managing individual knowledge and
department organization systematically in order to carry out and evaluate each business
unit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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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ewoong
On October 1st, 2002, Daewoong split its business into some subsidiaries,
including Daewoong Pharmaceutical, Daewoong Bio, Daewoong Life Science.
The holdings have a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at 11.6 million KRW
with 29.1 billion KRW capital, 303.9 billion KRW assets, and a 6% debtto-equity ratio. The company’s main income consists of the service income
of its subsidiaries and the received dividends from invested subsidiaries.
(2) Daewoong Bio
Daewoong Bio is Korea’s number one company for producing raw materials
and 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s that have a world-class standard, and
high-tech production facilities and technologies.
(3) Daewoong Life Science
Daewoong Life Science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functional foods that
started as a distribution business division of Daewoong Pharmaceutical before
becoming an independent company.
(4) Hanall Biopharma
Established in 1973 with the dream to improve human health, Hanall
Biopharma is an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y that has the vision to be
“the world’s leading Bio Company that conduc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innovative drugs, and a respected pharmaceutical company that contributes
to the health of patients around the world.” Since 2015, Daewoong Pharmaceutical
has been a part of the joint management through an equity investment.
(5) DNC
DNC is a marketing company specializing in cosmetic and aesthetic products,
and was established in 2001 to provide total skincare solutions; it contributes
to the health and beauty of customers in the most valuable way.

3. Transformation of Daewoong Pharmaceutical’s Management in 75 Years
The transformation of Daewoong Pharmaceutical’s management in 75 years
will be described by the following periods: the pharmaceutical mana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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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eriod (1945~1970), foundation establishment period (1971~
1990), R&D period (1991~2010), and globalization period (2010~present).
<Table 2> History of Daewoong Pharmaceutical
Year

Main Contents

1945

Establishment of Chosun Liver Oil Pharmaceutical Industry (Yeongdo, Busan)

1947

Change of company name to Daehan Vitamin Chemical Industry

1961

Incorporation of Daehan Vitamin Industry Co., Ltd.

1973

Initial Public Offering (IPO)

1978

Change of company name to Daewoong Pharmaceutical Co., Ltd.

1982

Establishment of Daewoong Lilly Pharmaceutical Co., Ltd.

1983

Establishment of Korean RP Scherer Co., Ltd.

1984

Establishment of Central Research Institute

1992

Completion of the second GMP in Hyangnam

1995

Establishment of Daewoong Medical Co., Ltd.

1999

Acquisition of 1st Korea BGMP for Daewoong Chemical

2001

Launching of Easyef, The World’s 1st biotechnology new drug developed
in Korea

2005

Development and Sales of Luphere, Anticancer Drugs

2007

Launching of URSA in Vietnam

2009

Establishment of the Indian Medical Research Institute

2010

Expansion of URSA in China

2012

Selected as an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y

2017

Completion of cGMP (US FDA Standards) production plant

2018

Acquired Approval of Nabota Canada GMP and US cGMP

1) Daewoong Pharmaceutical’s Management Development Period
(1945~1970)
Chosun Oil Pharmaceutical was established by taking over Kawaii
Pharmaceutical’s facilities from the US Military, and focused on the production
of liver oil. The products have expanded into various vitamins, except from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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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isting liver oil products. There were 230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at that time, but only 10 were equipped with the proper
facilities, such as Daehan Vitamin. Daehan Vitamin had succeeded in
developing the first Korean local tablet in 1949, and was selling multivitamin
‘Panvita’ tablets. The development of tablet technology had improved
domestic pharmaceutical’s technology by one level since domestic technology
was lacking at that time. Panvita had solved the nation’s malnutrition
problem due to the war, and greatly contributed to improved national
health. Through joint research with Yuhan Corporation, the company
developed technology to extract fish liver oil powder from the bowels of
fish for the first time. It was equipped with modern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facilities after receiving 50,000 USD capital from the ICA. In
conjun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vitamin production facilities
in Germany, it headed for further progress. Since then, it has been able to
continue to grow by replacing foreign drugs in Korea with their domestic
equivalents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numerous pharmaceutical
technologies. In 1961, the company took over Daehan Vitamin Chemical
Industry, and changed its name to Daehan Vitamin Industry. This set a
turning point for its corporate growth. The flagship product of Daewoong
Pharmaceutical, Ursa, was originally refined as a representative product by
Daehan Vitamin Industry, which was established in Busan in 1961. It was
further developed by Yoon Young-hwan in 1966. Thus, in the 1970s,
Daehan Vitamin Industry changed its name to Daewoong Pharmaceutical,
and Ursa became its representative product (Shin Gyu-hwan, 2015).

2) Daewoong Pharmaceutical’s Management Foundation Establishment Period (1971~1990)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in
securing talent as well as acquiring management and medical information
due to the location of Busan, so the company moved to Seongnam, Gyeonggi
Province, and established a company-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in 1974 to
develop both incumbent and new drugs. Since the production quantity
increased, and the company scale was growing, the company changed its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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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to one that specialized in vitamins by changing its name from
Daehan Vitamin to Daewoong Pharmaceutical Co., Ltd. in February 1978.
The company started to set its management foundation as Daewoong in its
long-term business plans, such as the expansion of business contents and
the formation of business groups. Once the Central Research Institute was
completed in 1984, it set its basis for product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Daewoong actively coped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pharmaceutical
business by introducing a material patent system, which developed the drugs
market. In 1986, Daewoong was appointed as a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KGMP)-qualified company, and acquired its quality certification
after the second Hyangnam GMP factory in Hwaseong, Gyeonggi Province
was completed in 1992. As the nationwide online system was completed in
1985, a terminal was established in branches, head offices, and factories
across the country as it entered the era of comprehensive management
information. This online system enabled data communications and phone
receiver duties to be carried out directly across the country. Also, the
company established a system that enabled a person in charge to make
decisions effectively by standardizing and eliminating works through optimizing
computing utilization, simplifying the task, and OA. As a company that
made a new start as Daewoong, it was actively expanding its size of
pharmaceutical facilities, including the raw materials, development of
antibiotics, and partnering with a famous foreign pharmaceutical company
in technologies and raw materials. It generated 10 billion KRW in sales in
1980, and 70 billion KRW in sales in 1990. This came from the diversific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due to the steady sales of some major products,
such as Ursa, Gemron, and G-micine, along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new products.

3) Pharmaceutical Management’s R&D Development Period (1991~
2010)
Daewoong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sales of 110 Billion KRW in 1994, and
approximately 1,200 employees. It established itself as a leading pharmaceutical
company and pioneer in the R&D of pharmaceutic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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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ny was the first to export medicine to the Soviet Union in
1991, form a technological partnership with US Stryker Corporation in
1992, acquire the first local BGMP for Daewoong Chemical in 1999, and
launch Easyef, the world’s first biotechnologically-developed drug in Korea.
Also, it had succeeded to develop the world’s second Coenzyme Q10 in
2003, developed and launched ‘Luphere’, the anti-cancer drug in 2005,
acquired the Japanese patents of EGF composition and Mocicle nucleated
tablet technology in 2006, exported Ursa to Vietnam in 2007, acquired the
first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ertification for an internationallyrecognized name for ‘Easyef’ in 2008, expanded Ursa sales to China,
introduced the world’s first oral herpes treatment with anti-recurrence
effects, and launched the next-generation of antibiotic Meropenem in
2010.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harmaceutical business system
since 2000, companies with product competitiveness and R&D capability
can increase its business competitiveness through new growth and R&D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s a high valueadded industry with technology-intensive activities, had improved R&D
investment since it can generate high profi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R&D is recognized as being imperative to the future business
strategy.

4) Pharmaceutical Management’s Globalization (2010~present)
Afte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drugs in July 2000,
ETC drugs grew rapidly with the growth of the ETC market. In 2005, after
the government implemented several regulations on drugs pricing, Daewoong
Pharmaceutical’s Research Institute researched new drugs, and improved
new, generic, and raw material drugs to promote globalization of the
company through various research activities, including new drug discovery,
new drug development, product development, new formulation research,
raw material development research, raw material processing research, and
product analysis research. Particularly,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as many regulations in the whol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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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quality control, distribution, and sales. It is restricted to various
laws, such as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Narcotics Act, Psychotropic
Drugs Control Act,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Standard (KGMP).
Therefore, the company has laid the foundation for product globalization
through high investment in manufacturing GMP for drugs and pharmaceutic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2011, the company established export and
employee attraction by completing cGMP plants for Daewoong Bio, agreeing
export contracts worth 17 billion KRW for finished products in the Middle
East, and opening the company’s child-care facility, which is also the first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2012, Asia’s first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treatment, Supect, was released, and the company was selected as
an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y, included in the 300 World Class
Global Company Fostering Project, and even conducted R&D of new drugs,
non-clinical and clinical, for an Alzheimer’s treatment as part of a project
for the Korea Drug Development Fund. The national recognition of excellence
in R&D planning has laid the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specially after 2011, when the companies of blockbuster
drugs facing patent expiration were required to reorganize their business
through organizational restructure and M&A to avoid the patent cliff,
Daewoong acquired Hanall Biopharma in May 2015, and secured a variety
of R&D portfolios, including products and antibiotics, anti-cancer drugs,
and diabetes treatment drugs. This enabled them to retain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In particular, it is said that Hanall Biopharma
would have been able to achieve strong results in the R&D of new drugs if
they had enough funding to acquire the technical skills. At that time,
Hanall Biopharma had possessed 61 patents registered in Korea, and 90 in
overseas markets, and had 16 potential new drugs under clinical trials.
<Table 3> Establishment of New Drugs Development Pipeline
Phase

stage 1

stage 2

stage 3

New
Drugs

Synthetic Drugs

Bio New Drugs

Biological drugs
Modified new drugs
Global gen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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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stage 1

stage 2

stage 3

Biobetter insulin Stem
Anti Ulcer Drug Diabetes
Dry eye treatment
Treatment Fibrosis Treatment
cell treatment Various
Content
Immuno-oncology
Autoimmune Treatment
of modified new drugs
drug
Chronic Pain Treatment
& global generic
Source: Daewoong Pharmaceutical Homepage

Ⅲ. Core Competency Analysis of Daewoong Pharmaceutical
1. Analysis of Value Chain in Daewoong Pharmaceutical
In business management, there are a variety of managerial activities,
namely: marketing, product development, production, purchasing, distribution,
accounting, and finance. Michael Porter defined value chain as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companies purchase, manufacture, and sell raw materials
to create additional value. Value chain analysis is then divided further into
primary activities and support activities. Primary activities include raw
materials,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and sales services, while
support activities include firm infrastructure, technology development, human
resources, and procurement. Thus, Daewoong Pharmaceutical’s value chain
will be analyzed by its primary activities and support activities.

1) Support activities and value creation
(1) Firm infrastructure
The firm infrastructure of Daewoong Pharmaceutical ranges from employee
to board of directors, based on their career and experience. The structure
of business executives comprises investment executive, and investment holding
and investment expanding executive. As competitors, both are formed in a
mutual win-win structure, and investment decisions are made by consensus
among the executives. This minimizes the possibility of investment loss in
the market, and is a great strength of Daewoong Pharmaceutical for its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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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In 1987, Daewoong acquired the patent for glycoprotein production
technology by biogenetic, and developed the Bearse tablet, a new domestic
combined drug for digestion. The Sales and Marketing Division were
restructur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Pharmaceutical Division in
July 2007. The company also shifted its constitution to an R&D-oriented
company to support its growth into a global pharmaceutical company. In
1983, it established an R&D Center, and built an R&D center in India in
2009. The company continuously makes big investments in R&D. Not only
is Daewoong developing new drugs, but it also engages in the development
of new OTC products, formulation modification, and biomaterials, which
have been an important factor for cash cow firms. With a strategy that
focused on developing drugs that are not made by others in the global
market, Daewoong has invested more than 10% of its sales to R&D every year,
and is committed to continuously develop new drugs, biopharmaceuticals and
its technology. Thus, Daewoong’s main business area involves ETC drugs,
generic drugs (OTC), such as Ursa and Impactamin, exporting 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raw drug materials, and consignment production.
Its main products include ETC drugs (Olmetec, Crestor, Zemiglo) for chron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hyperlipidemia, and diabetic ulcer, and
Albis for anti-ulcer drugs in the digestive line. The generic drugs (OTC),
besides Ursa as the representative, there are Impactamin, Easyderm, and
Ezn6. Ursa, Co Q10, and Nabota have been recognized as world-class
products, and Ursa was selected as World Class 300 in 2012. Daewong’s
sales in 2017 reached 866.7 billion KRW, and its blockbuster drugs generated
more than 10 billion KRW in sales in 2018.
(3) Healthcare Artificial Intelligence Division Launching
To maximiz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anti-cancer precision
medicine, and strengthen th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new drugs’
R&D, the company maintained growth of the AI division in 2019, and aims
to become a healthcare AI company. The company has built a pipeline
which includes anti-cancer target verification, customized trea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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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ti-cancer, and new drugs re-creation. It commercialized the customized
anti-cancer treatment and patient management system, and conducted
joint research and export technology of new AI drugs by providing the final
anti-cancer precision medicine total solution system. It conducts a national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AI-based anti-cancer new drugs, and is
preparing to become an AI-specialized company through open discussion
and open collaboration.9)
The company is promoting commercialization by verifying and upgrading
the precision medical platform through an open innovation strategy with
the top global group.
(4) Connect and Development (C&D) Center Launching
Instead of an R&D-oriented research environment that was planned
internally, the company actively used external capabilities to establish a
C&D Center,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open collaboration. With the
vision of becoming a Top 50 global pharmaceutical company in 2020, the
company is looking for a future in external R&D-oriented activities, and
keeps trying to find various collaboration models with external stakeholders.
The C&D10) Center is running Inbound Office Consultant and Outbound
Office Consultant tasks, in which Inbound Office Consultant increased the
value of the project while minimizing internal resources by introducing the
best global technology into its project. Meanwhile, Outbound Office Consultant
pushed ahead the introduction of related technologies and projects, or joint
research, while setting up value chain strategies from the project creation
stage. The C&D Center consists of the C&D Planning and Coordination
Team and the C&D Strategy Team. The former mainly works on technology
sourcing, and setting up development strategy and R&D collaboration
models. The latter evaluates technology possessed by the venture company,
and, together with the Research Department, work on final technology
9) Open collaboration is an open innovation strategy that enhances efficiency by
actively integrating external ideas and technologies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local customers, experts, partners, and the government.
10) C&D is defined as a type of open R&D that combines internal and external intellectual
properties to develop outstand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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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such as due diligence. Afterward, the company will perform
revalidation of investments by using Daewoong’s external professionals and
VC pools, then reach an agreement after the final review by the R&D
Committee. Daewoong Pharmaceutical will continue to develop innovative
new drugs through open collaboration with domestic and overseas companies
through the C&D Center.
(5) Corporate Culture
Daewoong Pharmaceutical is strengthening its internal stability based on
employee growth and employee happiness. The company created a work
environment in which the employee is able to work immensely, autonomously,
and constantly challenge and develop themselves, while providing various
growth-oriented programs for learning, practice, and communication skills.
<Table 4> Corporate Culture Programs for Employee Growth and Employee Happiness
Smart
Work
/ Smart
Office

Provides working environment which enable to focus on the task and
achieve the best results. Recently, a unique integrated space in Han
River, Jamsil where work and leisure can be done at the same time.

Flexible
Work
Shift

Employees are able to work at the time they want by setting up their
working hours autonomously. In particular, this flexible time system
allows employee to use their lunchtime up to 2 hours to do self-learning
and various activities related.

Business A system which fosters employee who had contributed to the company
unit
for a long time and showed great achievements to become a businessBusiness
man.
man
Operates a daycare center in the workplace so that excellent female
Little
Bear Day employees still able to freely concentrate on their work without interCare
rupting their careers due to child care.

Global
Talent

A system which fosters employees to become a global talent. The selected
employees will receive free training for learning local languages and
cultures, and strengthen their global mindset and professional career
through overseas branch visit and working experience.
* 1 time every year, total 3 has been 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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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Book
Support
System

Provides a cyber training center (PC/mobile) which enables the employee
to autonomously learn their desired course such language, liberal arts,
or job-related course. And employee also can attend external training
conducted by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at any time.

Sharing platform and online communication channel where employee
D-share/
can share Daewoong only know-how, and also their suggestions or
D-inside
questions in SNS form.
Communication activities where Junior-level employees directly participate
Communi in the company’s main system operation and give their fresh idea,
cation
which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company’s culture.
Agile
* Participation in book caf?, day care center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eam
communication events related to working progress and decision-making
Longterm
Refresh

Employees who have worked for five years are provided free one
month (up to two months) paid leave, and in case of the employee
desired had set up self-development planning self-development cost is
also supported up to 1 million KRW.

2) Primary activities and profit creation functions
(1) Establishment of Knowledge Management and Compensation (Evaluation)
System and Success Story Spreading Process
The creation of knowledge involves combining the new knowledge with
the existing knowledge, and deeming it new content. The key of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is mainly to create and apply the knowledge within
the company (Nonaka, 1994). Accordingly, Daewoong has a tacit movement
with customers and markets through implementing SOP, which affects
organizations, new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Nonaka, 1994). This whol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of the organization will be presented in <Picture 1>.
Based on this process, Daewoong Pharmaceutical has implemented the SOP
system, which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Choi, 2010). SOP has been able to increase company value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effectively educates the human resource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resources in knowledge management for enhancing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and strengthens and verifies the capac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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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 Information/Knowledge Creation Process(Nonaka, 1994)
Environment
Intention, Chaos / Change
Freedom, excess
Essential Diversity

Expanding
personal
knowledge

↑

→

Tacit
sharing

→

Conceptualization
↕
embodiment

→

↑

Judgment

↓
←

→

Network
knowledge

↓

(2) Domestic and Overseas Marketing
The company has focused on relationship marketing to create a domestic
revenue structure. Products are sold separately, while the joint venture is
run by joint promotions and consignment marketing. In product promotion
with a joint venture, through the marketing-oriented relationship, Daewoong
Pharmaceutical became a control tower that maintains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cooperatively leads the relationship with customers in
marketing, even at the end of the contract. Also, Daewoong Pharmaceutical
has been striving to become a global healthcare group for 10 years; in
2017, its global sales reached the highest level at 866.8 billion KRW in
sales, and its exports, for the first time, reached 100 billion KRW as it
gained 103.8 billion KRW. Specifically, in terms of the share of exports, it
increased from 2.2% in 2013 to 12% in 2017, to 11.4% in 2018. Daewoong
Pharmaceutical’s total exports were 26.1 billion KRW, 66.2 billion KRW,
95.5 billion KRW, 103.8 billion KRW, and 96.7 billion KRW in 2014, 2015,
2016, 2017, and 2018, respectively, and will keep increasing steadily (Insight
Korea, 2019).
(3) Purchasing Procurement and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Facilities (Factory)
Starting with the online system in 1985, the company introduced the first
e-bidding system in the industry, and adopted cGMP with the US FDA
Standard for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facilities in order to meet the
globalization standard (Daily Econom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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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oint Venture with Foreign Company
The Strategic Alliance is a representative collaboration method between
companies. In particular, an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 between the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not a strategic alliance between local
companies, is currently widely used as a way to promote domestic companies’
growth as well as meet the necessities of a foreign company entering the
country (Ryu, 2017).
As presented in <Picture 2>, the strategic alliance is divided into nonequity alliances or contractual agreements, which do not involve significant
equity investments, and equity alliances to form the equity investment.
Non-equity alliances include joint R&D, licensing, cross-licensing, coproduction, co-marketing, and outsourcing. Though, in equity alliances,
there are strategic equity investments of the partner, cross-shareholding,
equity swap, and methods to establish new joint ventures.
<Picture 2> The Classification of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s

Note：Modified from Bleek and Ernst (1993), Yoshino and Rangan (1995), Pan and Tse
(2000), Todeva and Knoke (2005), and Peng (2009).

The characteristics of drugs are, in most cases, a required specialty, even
for the relatively small parts. The managers wh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business tried to acquire technology through licensing, cross-licensing,
co-production (technology partnership), co-marketing, and outsourcing among
strategic alliances with pharmaceutic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Italy. From acquiring technology through technology partnerships, the
company has been able to develop and launch new self-developed drugs,
and has been forming relationships to transfer the pharmaceut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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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ther companies since 2000. Moreover, an aggressive virtuous cycle product
development has begun based on accumulated confidence in marketing,
and joint R&D with local pharmaceutical companies.
<Table 5> Strategic Alliance with Joint Ventures
Year
2019

Main Contents
Co-Promotion with Lundbeck Korea for Alzheimer’s Disease Treatments
‘Ebixa’

2016 Acquired US FDA Approval For Antibiotics ‘Daewoong Meropenem’
2015

Signed Agreement with Kang Stem Biotech for Copyright and Co-Development of Stem Cell Treatment

2014

Signed MOU with Japan Institute of Physical and Chemical Research
(RIKEN) for Cooperation of New Drugs Development

2014 Strategic Alliance with Korea Takeda Pharmaceutical ‘Daxas’
2014

Signed Agreement of Strategic Alliance with Sandoz Korea for ‘Sandoz
Zoledronic Acid Injection’

2013 Strategic Alliance Deal with UK Chemipharm for ‘UK Injection KIT’
2011 Strategic Alliance with MSD Korea for Vytorin
2009

Signed Agreement with Genexel Sein for Co-Research of Bio and Drug
Development

2009 Co-Development with Neomics For Advanced Concept of Anti Cancer Drugs
2008 Strategic Alliance Deal with Elcom Science
2008 Strategic Alliance Deal with Oscotec
2008 Begun Co-Development with Medifron for Anti Dementia Treatment Drugs
2005

Begun Co-Research with Heptogen (Scotland) for Alternative Drugs of
Antibiotic

2005 Co-Promotion Cialis with Lilly Korea
2003 Strategic Alliance with Lilly Korea For Ceclor, Lorabid, and Axid
2001 Launched Esthemed Co. Ltd. - Collaboration with Dermatologists
2000 Established P&D Health Camp Co. Ltd. - Collaboration with Pulmuone
1992 Technology Alliance in Medical Devices with US Striker
1992 Technology Alliance with Italfarmaco, Italia
1985 Signed Business Agreement with US DuPont for Medical Devices
1979 Technology Alliance with Pharmaca, France
1976

Raw Materials and Technology Alliance with Kisei Shiraimas Pharmaceutical
Compan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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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oong Pharmaceutical has a foundation for overseas exports and
smooth sales of products from cooperating with local partners who understand
the market. The company signed a 5-year agreement to supply Botulinum
toxin material worth 300 billion KRW to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Canada, and Australia, with Evolus being the partner
company for the US and European market. Later on, Evolus merged with
Strathspey Crown, and its subsidiary, Alphaeon, received the exclusive sales
rights of Botulinum toxin.

2.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y
The issue of deciding to what extent multinational companies localize their
overseas subsidiaries is considered as one of the key decisions that should be
made by them (Ghoshal and Bartlett, 1990 Prahalad and Doz, 1987; Spender
and Grevesen, 1999). In general, localization can be conceptualized in three
aspects, as explained below.
First, to enhance company value by carrying out most of the business
activities in the local country. Second, to utilize host-country nationals
(HCNs), instead of parent-country nationals (PCNs) or third-country nationals
(TCNs). Lastly, to choose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s method based
on the local culture or environment with which the local company is
familiar, rather than use the headquarters organizational management method
(Westeney, 1993).
Daewoong Pharmaceutical has a 2020 vision to enter the Top 10
pharmaceutical company ranking among the local and foreign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aims to have global sales exceeding its local sales in 2020
by establishing an export network with 100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will carry out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method of local subsidiaries
by enhancing corporate value and utilizing human resources.
In particular, the company is implementing a localization strategy to
conquer emerging markets by developing products that meet local needs.
Strengthening local market controls means focusing on securing business
capability through the value chain of production and research, as well as
- 27 -

｢경영사연구｣ 제35집 제2호(통권 94호)

2020. 5. 31, pp. 5~40.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prepare future
growth powers (as opposed to gaining local value via a localization strategy
that reflects an overall environment, such as culture, environment, and the
system of each country, and its trends). The company makes and supplies
products that local customers desire through R&D, and is focused on
strengthening local market power through continuous business structure
innovation. By strengthening market dominance, it is necessary to secure
business sustainability in the overseas market. Particularly, after securing
overseas market access (permit/insurance/drug price/bidding), and capacity
through overseas subsidiaries, the company established a business network
with a number of suppliers, then sought strategies tailored to each
country’s characteristics, such as leading markets of key customers. If the
company only relies on exporting without business initiatives in the local
market, it will only increase the uncertainty of the business, and not be
able to grow as a local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regulation
and the partner’s policies. Furthermore, Daewoong Pharmaceutical is
growing into a global pharmaceutical company through a localization
strategy while laying the groundwork for establishing a network based in
overseas markets.

1) Expansion of Domestic Market (4P MIX)
(1) External Growth to Customer-oriented Product Development Direction
The company has expanded its business by dividing the customer into
OTC drugs and ETC drugs, and gradually expanding the area where close
marketing relationship with the customer is possible. The structure of OTC
drugs is simplified to pharmacist-oriented product activation, while ETC
drugs are currently seeking product expan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 and marketing and Gastroenterology, Endocrine, Internal
Medicine, Orthopedics, Neurology, and Neurosurgeon. Furthermore, Daewoong
Pharmaceutical also has established its brand image through patents for
improved generic drugs and combination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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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ansion of Marketing, Sales, Distribution to Customer-oriented for
Omnidirectional Differentiation
OTC drugs were managed by the company’s distribution and promotion
system-oriented process. However, the business activity for ETC drugs was
developed by subdividing corporate customers and individual customers,
based on the market’s characteristics, through customer close relationshiporiented marketing. Also, despite the strategic alliance of joint ventures,
the relationship-oriented marketing and distribution sectors have carried
out the business activity of Daewoong Pharmaceutical.
(3) Brand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To be the number one brand in OTC drugs, Daewoong promoted brand
growth strategy establishment, new product differentiation, global success
brand benchmarking, systematic market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the introduction of BM (Branch Manager) systems for each product, and
the pharmacy management consulting system for all the sales employees
(Yakup Shinmoon, 2006). Furthermore, Ursa was selected as World Class
300 for the first global company development project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2012, and is entering the global market through a product
branding strategy (Joongang Ilbo, 2013). The company is striving to brand
its OTC drugs as one that provides a total solution for customers, such as
preventive health food, health check system, information on lifestyle
improvement, and continuous management through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2) Global Overseas Expansion
(1) Current Status of Corporation Establishment
Due to the launch of Ursa in Myanmar in 2007, Daewoong Pharmaceutical
entered 12 countries, including China, Cambodia, Georgia, Mongolia,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Ursa entered China, Vietnam, Philippines, Cambodia,
Myanmar, Malaysia, and Thailand (Consumer News, 2019). Currently, Daewoong
Pharmaceutical has the largest number of overseas subsidiaries (in 8 locations)
among the loc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Dong-a Ilbo, 2019), 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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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ing the foundation for entering the local market through an established
R&D Center in India (Hyderabad), USA (Maryland), China (Lioning), and
Indonesia (Jakarta and Surabaya) (The Chosun Ilbo, 2017). The fact that
Daewoong has actively entered overseas markets, and is seeking to enter
the local market makes Daewoong different from any other local competitors
(Cho Hae-in et al., 2017).
<Table 6> Table of Daewoong Pharmaceutical Global Network Current Status
Divisio

Branch/Corporation

Vietnam

○

China

○

Thailand

○

Philippines

○

Indonesia

○

India

○

Japan

○

US

○

Factory

R&D Center

○

○

○

○
○

○

Note：Others than Hanall Biopharma (31%), Healliance (68%), Hongkong (90%), all are
dominating with 100% shares. Source from Daewoong Pharmaceutical, Shinyoung
Securities Research Center

(2) Local Company Partnership and Marketing
After strengthening its global position by exporting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relatively easy to enter, the new drugs, Nabota and Meropenem,
will enter the advanced market, like that in the US market, which has high
entry barriers. This development process is defined as reverse innovation.
Reserve innovation is a way to dominate developing countries’ markets by
developing products tailored to the local market first, and reversing it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developed countries, applying the accumulated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Daewoong Pharmaceutical’s use of reserve
innovation with its exports produces good results when the right strategies
for each country are used. Indonesia and China can be a specific sample
for this. Indonesia and China are predicted to have significant grow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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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armaceutical market due to their large populations, high potential
demand, and big potential for development.
Daewoong Pharmaceutical established its overseas company and genuinely
entered Indonesia and China in 2005~2006. At that time, Daewoong was
not only exporting finished products, but also choosing a strategy that
would establish a research laboratory and production plant locally.
This method has given us the feeling that the company can conduct
research, production, and promotion locally. In Indonesia, Daewoong
established a bio-related Research Center within a university. In China, the
company established a research institute after it acquired one of a local
pharmaceutical company to build a global network.
In particular, Daewoong Infion, which started as a joint venture in 2012,
acquired Daewoong Pharmaceutical’s excellent bioproduct technology to
conduct biopharmaceutical product research, development, and production
bases in Indonesia.
In 2017, Erythropoietin (EPO) acquired the license, and marketed it as
the first biosimilar in Indonesia, and the technology transfer of various
Daewoong Pharmaceutical’s bio products, such as Epidermal Growth Factor
(EGF), and Human Growth Hormone (HGH), are undergoing.
Through an open collaboration between the research laboratory and
local university, Daewoong researches new bio drugs and clinical trials
regarding EPO (product name: Epodion), and is becoming one of Daewoong
Pharmaceutical’s prominent bio drugs. In 2017, the company was awarded
The Best Biopharmaceutical Company by the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and Minister Prize from the Ministry of Health.
This kind of overseas expansion is described as open collaboration in
Daewoong Pharmaceutical. Its R&D vision is to be in the Top 50 Global
Companies ranking in 2020 through open collaboration.
Daewoong chose this method to collaborate with a local company because
the company has an overseas market expansion. This is not only practiced
in the local research and production process, but also in the overseas
product launching process, for example, the export of Meropenem to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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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lobal Human Resources Training
Daewoong Pharmaceutical, through overseas subsidiaries (in 8 locations)
and its global-based R&D Center (China, India, the US, and Indonesia), is
pursuing a localization strategy through securing and nurturing global talents
based on the local market expansion needs. Thus, the company has to set a
goal to have global sales exceed domestic sales through a localization strategy.
Global Talent Program is a representative talent development program of
Daewoong Pharmaceutical, and was launched in 2015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employee to challenge themselves and induce self-growth through the
global experience as part of localization strategy. Regardless of age, gender,
and job duty, any Daewoong Pharmaceutical employee who has a goal and
strong will towards overseas marketing can apply for this program; the
education curriculum is focused on practical conversations in local languages
and overseas jobs education by country (Maeil Business News, 2019).
(4) Global R&D Network
The global research organization of Daewoong Pharmaceutical is linked to
global research networks in 5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hina,
India, the US, and Indonesia. They are based in Daewoong Pharmaceutical
Life Research Institute, located in Yongin. Daewoong Pharmaceutical Life
Research Institute as a control tower, and is running the R&D Committee
where all the global research network participates to open and discuss the
progress of the entire pipeline.
First, Daewoong Pharmaceutical India Research Center, which focuses on
new improved drugs, first generic, and overseas licensing, is developing new
drugs and supporting license for exports, not only to developed pharmaceutical
market, such as Europe and the US, but also China and other countries
(ROW), through the utilization of excellent local research personnel and
experiences. It specializes in leading and discovering the first generic
pipeline for developed countries by benchmarking against India’s big
pharmaceutical company. It also actively researches improved drugs based
on oral platform technology, such as gastrointestinal sustained release
formulation, through a rapid collaboration system with India’s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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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t has been evolving into an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and
completing local licenses, such as Nabota, since it targeted India’s domestic
market.
Second, the Liaoning China Daewoong Research Center, which opened
in 2013, focuses on solvent and solid preparation that meet the needs of
China’s market. As it is expanding, its research areas, such as developing a
health supplement for China’s domestic market autonomously, carry out
the role as Daewoong Pharmaceutical’s open collaboration base in three
provinces of the Northeast.
Third, the US R&D Center, which focuses on open innovative technology
C&D activities, has been interacting with the various US local Research
Groups with the goal to enter the US since 2006. Daewoong established a
local company with an R&D function in Maryland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Here, Daewoong is leading the globalization of
R&D through C&D activities.
Fourth, Indonesia’s Daewoong Infion Laboratory is centered on biomedicine.
In Indonesia, Daewoong Infion started as a joint venture company in 2012,
and has been transferred from Daewoong Pharmaceutical to research,
development, and production base for biopharmaceuticals. Moreover, it is
conducting research to explore new bio drugs through open collaboration
between Indonesia’s local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and is expected to
grow into the center of biopharmaceutical.

Ⅳ.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Of the 353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2017), Daewoong Pharmaceutical has maintained its development
and growth with an average annual surplus of more than 10% since its
founding in 1945 and public listing in 1973. Initially a mid-level pharmaceutical
company with annual sales of 74.7 billion KRW in the 1990s, it is now
leading the industry with 1.31 trillion KRW in annual sales through global
expansion, and an R&D reverse strategy for new drugs development.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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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helped it to expand its product line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by
ETC drugs-oriented business reorganization, customer-centered corporate
management (relationship marketing), and M&A since 2000 (Paxnet, 2019).
Therefore, we analyzed the core competencies and direction of business
management in each stage of its growth and development using its corporate
history. The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after representative commercialization, product diversification, product
specialization, and monopolization of the domestic market, the company is
now moving towards global commercialization, R&D, and new drugs development in the global space.
In particular, Daewoong has chosen Ursa, Nabota, and Co-Q10 as its
world-class self-development products to improve the profit rate. With
regards to R&D, the company has been investing more than 10% of its
average annual sales in developing new products.
Second, Daewoong Pharmaceutical adopted a high-growth strategy based
on organizational power through management organization of team systems
that focus on the agility and flexibility of corporate affairs, an MBO system
that specifies the direction of the organization, and an SOP system utilizing
success model.
Third,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the
company has focused on marketing to maintain relationships with key
customers of local pharmaceutical companies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
Since then, the company has expanded its business abroad. In particular,
the company has identified the customers, and distinguished them, based
on priority for hospital distribution and product brand, to tailor its
marketing. It then succeeded in maximizing its revenue generation by
targeting the sectors that were most responsive to its marketing capabilities.
By doing this, it laid the foundation for global expansion, and established
corporate management organizations in which domestic and overseas
business are virtuously circulated.
Fourth, the driving force behind Daewoong’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in a relatively short time is its distinct corporate business strategy.
Particularly, the company has secured the capacity to develop new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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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with foreign companies,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routes (e.g. brand-foreign companies,
distribution-corporation), and M&A. Additionally, it has built its appearance
as a global company by achieving economies of scale in corporate
management. Furthermore, the company has successfully settled in overseas
markets through a localization strategy that understands and respects local
culture, along with the high level of global corporate management capacity
gained from continuous R&D investment, such as open collaboration.
The company has established a global research network in 5 countries,
and branches in 8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Asia and the US, thereby
emphasizing the overseas business sustainability with a localization strategy.
If other competitors are focusing on exporting technology business models,
Daewoong Pharmaceutical is focusing on corporate management through
direct operations using corporation business model, besides licensing.
After achieving financial consolidation through team-centered organizationbased domestic business capacity, and completing a virtuous cycle of domestic
business, Daewoong Pharmaceutical’s business growth model is a standard
that will be used in growth and development stages that can be categorized
as either a supportive function or a duty function. This helps prioritize
decisions on making a local company expand into a global company
through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y. If a pharmaceutical company is
exploring new business, and expanding the capability of its existing
business, this Daewoong Pharmaceutical growth case will be helpful in
formulating a corporate management strategy. In addition, the successful
case of Daewoong Pharmaceutical achieving effective localization in an
overseas market that has a different culture from that of Korea can be useful
for practitioners and decision-makers in the overseas market development
aren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paper is a good reference on a market
development business approach, especially for companies that have
difficulties in achieving localization due to different government regulations.

“This paper has not been published or is published in any other journal or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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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연구:
대웅제약 75년 경영 핵심역량과 사업 다각화

김시영*ㆍ양웅열**ㆍ최광수***
11)

요 약
본 연구는 대웅제약의 국내외 비즈니스 성과를 조명하고 그 원동력의 발전 역사를 조
사,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 제약기업 전문의약품 선두주자로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재도약 가능했던 핵심역량과 기업전략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표준 비즈니스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이에 75년의 기업사에서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핵심역량을 근원과 지원의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했으며 또한, 사업다각화 전략으로 지속적인 기업성장에는 장기적으
로 글로벌화, 중장기적으로는 R&D에 주력하고, 중단기적으로는 마케팅집중, 단기적으로
는 관계마케팅 기반의 유통에 집중하여 가치사슬이 최적화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의 경
영전략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 제약기업으로 성장 및 유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대웅제약 기업사에 녹아있는
기업경영 핵심역량과 사업다각화는 시대 변화에 따르는 기업경영의 전략적 대응을 이론
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실무적인 시사점과 결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대웅제약, 가치사슬(핵심역량), 사업다각화전략(현지화, M&A),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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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Sino-ASEAN Technology
Cooperation: Review of the Recent Two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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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uses the archival data to examine the history of technology
collabo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which started in 1996 when China
became official dialogue partner of ASEAN. China actively sought to cooperate
with ASEAN due to the long immigration history, overseas Chinese population,
and geographic proximity. The technology cooperation was carried out under
the framework of South-South collaboration, co-established by two independent
parties. However, as China began to grow techno-nationalism after the Beijing
Olympic Games in 2007 and the technological gap between China and ASEAN
widened, China’s approach to the collaboration with ASEAN changed to the
ASEAN market entry. ASEAN, along with economic growth, had more op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hina is still active in technology cooperation
in ASEAN, yet the cooperation has been fine-aligned with the economic gains
for China and made ASEAN more dependent on the Chinese technologies. As
a result, China-ASEAN cooperation has caused local resistance. Under this
situ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elaborates on the
official aid for ASEAN, using the channel for infrastructure improvement.
Korean firms should also consider non-commercial collaborations and strength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Our research contributes to the relevant theories
by moving beyond the dyadic relation (Korea-ASEAN) and adding ‘China’ which
practically dominated the ASEAN businesses for formulating the entry strategy.
<Key Words> China, ASEAN, Technology Cooperation, Entr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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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n August 8, 1967,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ereafter, ASEAN) has rapidly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World Bank, 2019). Early immigrants prospered in the ASEAN countries,
and returned to China as a powerful investor (Barrett, 2012; Crawford, 2000).
Chinese migration to ASEAN thus served as a close connection in trade and
investments. The China-ASEAN relation started as a South-South cooperation
on technology, both sharing a notion tha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help
each other.
Recently, ASEAN experienced several important geo-political changes.
While most ASEAN member states support non-alignment, the U.S. increased
the influence back on Asia (Smith, 2013). China launch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responding to the U.S. action (Heur & Jeong, 2009; Ma,
2019). Also, the U.S.-China trade dispute highlights that ASEAN can replace
China in the global value chain (Hoshi, Nakafuji, & Cho, 2019; Liu & Lim,
2019), adding the strategic importance to ASEAN (Sung, 2019). At the same
time, ASEAN still shows the low integrity due to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variations in the region (Baviera & Maramis, 2017). Given the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China’s policy framework
for regarding the ASEAN cooperation.
Because acquisition or sales of technologies have centered upon China’s
rationale for going overseas (Chan, 2018; Chen, 2016), we focus on the
China-ASE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cooperation. By
doing so, we propose how Korea should cope with the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n ASEAN. As the Korean government runs “New South Policy,”
an increasing number of relevant papers dealing with the Korean entry
strategies in ASEAN have been produced. For the recent examples, Korean
investments or trade in ASEAN were discussed in Lee, Han & Jei (2019),
Kang (2017), Hong & Son (2017) or Shin & Park (2012).
However, Japanese and Chinese firms have also noted on the importance
of ASEAN and have several sectors overlapping and competing with Korean
firms. Given that they started to build relationship with ASEAN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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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ier tha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figure the comparative advantage
considering the rival’s action. Lee (2019) discussed the strategy for Korean
firms’ global value chain building in ASEAN given Japanese firms, however,
the literature is definitely of shortage.
In this sense, this study provides manageri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Korean entry strategies in ASEAN are currently discussed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xt of China, the strong competitor in the ASEAN
market. Further, we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f global business, addressing
how the diplomatic relations affect the corporate decisions.
For methodology, we conduct the archival analysis, which reduces the
possible biases rooted in the information providers. All sources are public,
including government documents, newspaper articles, magazines, official
statistics or scholarly literature. For the government documents, we use
China-ASEAN Cooperation: 1991~2011, China-ASEAN Agreements released
by Chi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Overview of ASEAN-China Dialogue
Relations 2016 and 2017 released by ASEAN Secretariat. For the news sources,
we refer Xinhua News, Bloomberg News, South China Morning Post,
Guangming News, and Around Southeast Asia 2019. For statistics, we use
the OECD, the UN Comtrade, and the WIPO statistics, and the sources available
at China-ASEAN Technology Transfer Center. We cite both English and
Chinese literature to support our research. These public sources provide
highly reliable information.
For the paper structure, the history of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is presented, followed by the recent changes in ChinaASEAN. Discussions follow regarding the Korean strategies, and the paper
concludes with a research summary.

Ⅱ. Start of the Sino-ASEAN Technology Cooperation
China started a dialogue with ASEAN on the 24th session of ASEAN
foreign minister meeting in July 1991 and gained a status of official partner
(ASEAN, 2016). The China-ASEAN relation featured differentiated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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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which was characterized as expatriate focus and the third world
leadership. Technology cooperation was not included in the 1996 initiative,
however, China started to work with ASEAN over technologies, trying to
prevent firms in the advanced countries from dominating the Chinese
market (Kim, Kim, & Moon, 2018).
The key cooperation fields with ASEAN were defined in 2001 (Chiang, 2019;
OECD, 2013). In China, all ASEAN cooperative projects were conducted on
the principle of dual track led by both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Government designed the roadmaps, action plans, and guidelines,
while the non-governmental R&D institutions implemented governmental
policies. Accordingly, China’s cooperation with ASEAN showed a trait highly
different from those with European Union or North America in that these
initiatives stressed much greater importance on the role of administrative
power (Wu, 2015).
In contrast, ASEAN’s approach was somewhat opposite. From the beginning,
ASEAN had strong intra-regional orientation. It established varying ad-hoc
committees for the projects with China, connecting them to the member
states (Konstadakopulos, 2002). However, enhancing intra-regional unity
was slow, and human resources and funds were insufficient. During 1990s~
2000s, China was leading ASEAN in the aspects of economic or social
development. Furthermore, rapid growth of China has made ASEAN countries
vulnerable due to the growing dependence on China (Chirahivat, Rutchatorn,
& Devendrakumar, 2019).
From 1994, the China-ASEAN technology cooperation held annual meetings
of Joint Committee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JSTC),
which initiated programs in areas including agriculture, biology, food
products, energy resource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remote sensing
to agriculture, or training on earthquake prediction techniques (Tang et al.,
2015). Table 1 presents the main contents for technology cooperation
discussed at the China-ASEAN Summit Meeting. It was after 2005 that
technology cooperation became a regular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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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ino-ASEAN Summit Meetings
Date

Scope of Technology Cooperation

Place

1997.12.16

Not included

Malaysia

1998.12.16

Not included

Vietnam

1999.11.28

Not included

Philippines

2000.11.25

Not included

Singapore

2001.11.05

Agriculture, ICT, human resource development, mutual
invest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Brunei

2002.11.04

Not included

Cambodia

2003.10.08

Not included

Indonesia

2004.11.29

Not included

Laos

2005.12.12 Transportation, energy, culture, tourism and public health

Malaysia

2007.01.14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hilippines

2007.11.20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environmental protection

Singapore

2009.10.24

Biodiversity conservation, ecological protection, cleaner
produ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y,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Thailand

2010.10.29 Machinery, shipbuilding, chemicals, information, automobiles

Vietnam

2011.11.18

Environmental protection, agriculture, water resources

Indonesia

2012.11.19

Environmental protection, agriculture, water resources

Cambodia

2013.10.09

Establishment of China-ASEAN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new energy, environmental protection

Brunei

2014.11.13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environmental protection

Myanmar

2015.11.21 Machinery, electricity, materials, telecommunication, health

Malaysia

2016.09.07

The Belt and Road

Laos

2017.11.13

Ocea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hilippines

2018.11.14

Electricity, automobil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ingapore
rail transit, equipment manufacturing

Source：Xinhuanet (http://www.xinhuanet.com/asia/chines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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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ision-making mechanism still relies on the summit meeting, which
draws on inter-governmental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Wu, 2015). The
top-down approach frequently causes vacancy of essential arrangement
required in the field. For example, ASEAN does not enact any laws, which
has delayed project execution (Wu, 2015). Further, effectiveness of project
execution has depended on the personal willingness of the national leaders,
which results in randomness in actions and delays the regional cooperation
process.
China sought for technology cooperation with ASEAN in all industries through
personnel training, joint innovation efforts,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information exchange, and seminars. In contrast, bilateral agreements with
member states focus on the partner needs, such as training projects for
state officers in areas of agriculture, IT or mining, joint R&D projects and
Expo hosting, funding for cooperation, infrastructure programs, information
exchange and establishment of China-ASEAN Technology Transfer Network.

Ⅲ. Recent Changes in the Sino-ASEAN Cooperation
1. Changes in China’s Global Business Policy
Before 2010s, China-ASEAN relation advanced at a fairly even speed.
China’s economic growth was rapid, yet the China-ASEAN cooperation still
focused on platform building and the exchange programs. The approach to
ASEAN was political and cultural rather than a business focu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rom ASEAN, led by the expatriate Chinese firms,
shared the largest ratio. However, entering 2010s, China’s economy gained
the G2 status. The Chinese firms increased global expansion to cope with
domestic market saturation, and needed new markets for the sales of
made-in-China goods. With enhanced innovation capability, several Chinese
firms began to be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Choi & Yoo, 2019;
Kim & Choi, 2019; Li & Kim, 2011).
ASEAN also achieved economic growth but the technological ga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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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and ASEAN widened (Bu & Fan, 2016). The ASEAN FDI into China
did not change much although the expatriate Chinese firms continued to
be the important investors in China. In the 2010s, China’s ASEAN relationship
began to turn into the outbound FDI platform or the export bases for
Chinese firms in ASEAN. The unbalanced economic power reinforced the
dependence of ASEAN’s production on Chinese technologies (Chiang, 2019),
and triggered Chinese firms to change from the collaborator to the commodity
seller or technology transferor. The differential in technology capacity, plus
the geographic proximity and the overseas Chinese population made ASEAN
a highly attractive market for Chinese firms.
Accordingly, the partnership changed: China began to deal with individual
member states, instead of making the holistic approach. Originally, the
cooperation agreements presume that the member states can decide to
independently work with China as long as they agree (OECD, 2013). China’s
techno-diplomacy with ASEAN started to become customized to each
member state. The changed approach to ASEAN was also executed in two
tracks, where government launch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n
2014, which formalized bilateral activity, while Chinese firms entered ASEAN
along the BRI (Lewis, 2017). The ASEAN member countries as well as ASEAN
had their own plans to broaden regional connectivity to China, taking the
receptive stance towards the BRI for which China assures economic gains
to the member states (Soong, 2018). As a result, collaboration contents
obviously shifted from what China and ASEAN can do together, to what
China can do in ASEAN. In that logic, China’s collaboration with ASEAN
(and the member states) began to focus on the transfer of Chinese technologies
to the ASEAN “market.”

2. Widening Technological Gap between ASEAN and China
Another notable launch is the ASEAN-China Science and Technology
Partnership (STEP), initiated at the China-ASEAN Ministerial meeting in
2011. The program intended to share experience and increase the science
and technology capacity of related countries via the cooperation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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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between China and the member states. STEP further initiated
establishment of ASEAN-China joint laboratories, ASEAN-China Remote
Sensing Satellite Data Sharing and Service Platform, ASEAN-China Technology
Transfer Center, or Talented Young Scientists Visiting China.
Specifically, establishment of the China-ASEAN Technology Transfer Center
(CATTC) provided a communication platform for further cooperation. The
purpose was to develop cooperative innov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and its member states) and to share the successful technical experience of
either country, promoting economic and social growth. CATTC subsequently
launched the similar centers in other member states by funding the establishment
(Hu, 2015). During 2014-15, China established technology transfer centers in
seven member states as well as a technology transfer collaboration network,
including private businesses <Table 2>.
<Table 2> China’s Technology Transfer Channel in ASEAN
Established Time

Name

2014.08

Cambodia-China Technology Transfer Center (CCTTC)

2014.08

Myanmar-China Technology Transfer Center (MCTTC)

2014.09

Laos-China Technology Transfer Center (LCTTC)

2014.09

Thailand-China Technology Transfer Center(TCTTC)

2015.05

Indonesia-China Technology Transfer Center (ICTTC)

2015

Vietnam-China Technology Transfer Center (VCTTC)

2015

Brunei-China Technology Transfer Center (BCTTC)

Source：China-ASEAN Technology Transfer Center

CATTC initiated more than 1,000 technical projects, focusing on electronic
information, new energy and biomedicine (Yun, 2019). By 2018, the network
had more than 2,400 participants, among which more than 800 participants
were ASEAN partners. Chinese participants were in doubled number (Zhou,
2019). Below in Table 3, we present the number of projects that each member
state participated in and their role. All projects were organized by the
CATTC. These projects were conducted in the mode of technology matching,

- 48 -

Jooyoung KwakㆍMeihui JinㆍHyungkun Park

The History of Sino-ASEAN Technology Cooperation: Review of the Recent Two Decades

applicable technology training and demonstration (CATTC). Overall, CATTC
organized 1,164 projects in which China participated more than 80% of
them (959 projects), followed by Singapore, Vietnam, and Thailand. China
was a technology transferor to ASEAN in 859 out of 959 projects. This
figure was almost nine times larger than the transfer from ASEAN to China.
The figures suggest that China led the cooperation as well as the relationship
with ASEAN and favored a select countries for the collaboration.
<Table 3> Sino-ASEAN Technology Cooperation per Industry
Content
Agriculture

China Singapore Vietnam Thailand Malaysia Indonesia Brunei Myanmar
S

R

S

238 16

2

R

Life science and
165 27 14
health
Energy and
environment

182 4

9

Information
technology

130 2

21

Equipment
manufacturing

S

1

R

S

R

S

R

S

R

13

1

3

6

4

4

3

8

5

8

18
4

8

64 21

1

1

Food

40

5

9

Material

30

9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3

Water resource

9

Space technology
and application

6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tion

1

S

R
2

1

292

216

6

1

174
87

3

1

1

2

59

1

4

44

2

9
9

1

7

1
1

868 84 52

Total

229

Others
Total

R

3

2

2

S

4

1

53 16 20 12

S：Source, R：Recipient
Source：China-ASEAN Technology Transfe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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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s through CATTC made ASEAN deepen the reliance on the
Chinese technologies. At the same time, Chinese firms-led value chains
became common in ASEAN. The technology transfer from China to ASEAN
made local ASEAN firms transact with Chinese suppliers and equipment
vendors, which eased out dominance of Chinese firms and products in
ASEAN (Wie, 2005). Industry-wise, the CATTC-administered projects had
four “core” collaboration areas (agriculture, life science and health, energy
and environ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less than 10 percent of total
projects. Table 3 shows that most projects focused on the traditional or
low-tech industries, questioning the goal of cooperation.
Also regarding the partner country, Table 3 suggests that China favored
countries with market growth or size of overseas Chinese population
(Jomo, 2013; Qiu, 2018). Overseas Chinese in Southeast Asia had economic
strength, political network, and commercial network, and China regarded
the overseas Chinese network in ASEAN as a basis of the economic expansion
and trade promotion (Yan, 2018). For example, Chinese businesses were
clustered in Singapore, Malaysia, Indones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Sim, 2019). The overseas Chinese received benefits of the technology transfer
from China and were the major partners for the follow-up collaboration
projects (Qiu, 2018).
Table 4 shows the bilateral value in high-tech products between China
and ASEAN members. It is apparent that, except for Singapore,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China ran a large trade surplus with ASEAN in
high-tech products. Technology transfer from China led to capital goods
import, which increased China’s trade surplus.
<Table 4> Sino-ASEAN High-Tech Trade (Unit: Million USD)
2012
Exp

2013
Imp

Exp

2014
Imp

Exp

2015
Imp

Exp

2016
Imp

Exp

2017
Imp

Exp

2018
Imp

Exp

Imp

Total

ASEAN

49,183 82,966 56,022 80,473 61,585 80,233 60,358 401,715 58,871 85,065 74,868 106,483 226,474 116,405 292

Vietnam

6,108

Singapore

13,610 9,768 14,502 10,188 16,068 10,253 10,088 17,754 9,624 14,782 11,548 16,852 12,333 18,084 216

Malaysia

9,970 36,924 11,194 38,108 11,337 35,283 10,698 350,131 9,098 34,452 12,707 33,656 154,446 36,995 174

5,312 10,112 5,852 13,487 6,898 13,031 9,700 12,642 12,248 20,494 23,663 24,346 34,31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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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mp

Exp

2014
Imp

Exp

2015
Imp

Exp

2016
Imp

Exp

2017
Imp

Exp

2018
Imp

Exp

Imp

Total

Thailand

9,060 14,909 8,211 12,207 7,896 12,625 13,926 9,641 15,120 9,237 15,146 16,887 16,641 10,408

87

Indonesia

6,588

1,414

59

Philippines

2,737 14,306 3,004 12,701 3,860 13,889 4,369 13,104 4,359 12,974 5,245 13,904 6,531 14,846

44

Myanmar

579

3

964

7

1,473

13

1,376

25

1,309

31

1,585

8

1,646

132

9

Cambodia

296

3

443

18

207

50

291

143

256

184

394

169

493

164

9

Brunei

56

0

113

0

106

0

46

1

45

0

49

0

120

0

7

Laos

179

1

717

2

427

1

355

0

269

3

324

22

341

46

1

1,738

6,762

1,390

6,725

1,220

6,178

1,216

6,150

1,154

7,373

1,322

9,577

Exp：Export, Imp: Import
Source：China-ASEAN Technology Transfer Center

3.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n ASEAN
Finally, the geopolitical changes became evident in ASEAN. In the early
2010s when China increased political power in Asia, the U.S. started to
regain the power in Asia. ASEAN thus became strategically important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ASEAN could leverage between China and
the U.S. Yet as the Trump Administration did not prefer the multilateral
relationship, ASEAN member countries were skeptical of the U.S. initiative
for Indo-Pacific Strategy (Institute, 2019; Lee, 2019). ASEAN grew the concern
over China’s economic power in their market and the BRI clash in ASEAN.
While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was salient under
the BRI framework (Parameswaran, 2019), the ASEAN nations recognized
the uncertainty and resistance to China’s action (Hutt, 2019).
Reflecting the risks, people in ASEAN changed their attitudes to China. A
recent survey in Southeast Asia shows that only 8.9%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China to be a superpower with goodwill and that 51.5% expressed
the distrust against China. Only 19.6% responded that they trusted China.
While the economic rewards for joining the BRI seem attractive, the ASEAN
member states were worried about their orbit into China through the BRI
(Lee, 2019). The BRI in ASEAN showed a foreboding sign that participation
in the BRI caused financial and problems in the countries. The BRI in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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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ASEAN to China and facilitates the FDI from China. However,
the Chinese FDI was used for the Chinese enclave in ASEAN,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value chains structured by and for Chinese firms and
people.
In this situation, ASEAN member states are now seeking for other options
to strengthen their local technological capacities and become globally
connected. First, ASEAN member states initiated domestic plans to foster
future technologies, hoping to create market. The actions were prevalent
and visibly active with the upfront technologies and standards. For instance,
as Table 5 shows, Singapore proposed “Smart Nation Singapore” campaign,
which nurtures future-oriented technologies via strategic national projects
and government facilitation. Malaysia also launched “Industry4WRD” policy
in 2018, aiming to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ial landscape into digitalriendly future industry. Indonesia acted on the roadmap termed “Make
Indonesia 4.0” which prepares the upcom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donesia-Investments, 2018). Other ASEAN member states already started
roadmaps or initiatives, or at least have plans in papers, attempting to
enlarge the local capacity so that they can manage the drastic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 in the next generation.
<Table 5> Initiatives of ASEAN Member States
Country

Name

Objectives

Thailand

Thailand 4.0

Resolving economic challenges due to the past
economic development models by fostering
innovation and value-based industry

Singapore

Smart Nation
Singapore

Incubate future-oriented technologies

Indonesia

Make Indonesia
Preparation of upcom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0

Vietnam

Resolution 52

Building capacity to fully utilize the opportunities
produced by Industry 4.0

Malaysia

Industry4WRD

Transforming industrial landscape into a
digital-friendly environment

Source：Government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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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given the increasing local initiative for indigenous R&D, the
ASEAN member states are now expanding partners for technological
cooperation to increase the learning effectiveness and global connectivity.
Singapore and the United Kingdom has assembled the “Singapore-UK
partnership for the future” to accelerate the cooperation process in the
digital economy, sustainable business and innovation, security and defense,
education, culture and youth sectors (British High Commission Singapore,
2019). Other member states are being engaged in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Japan through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 the EU through EU-ASEAN Dialogue Instrument (E-READI), and
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ARISE) and Korea (with “New South
Policy”)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 and to adopt global standards.
Overall, the rising uncertainty due to the ambiguous stance of the U.S. and
the resistance to BRI resulted in another transitional stage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Due to the growing strategic importance in ASEAN, international
partner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to the relationship building with the
ASEAN and the ASEAN member states are starting to leverage the opportunities
for capacity building to move beyond the regional community. Below in Table
6, we summarize the recent changes that the session 3 presents.
<Table 6> The Recent Change in the Sino-ASEAN Relations
Dimension
Changes in
China

Contents
-

ASEAN from political and cultural communication to market
ASEAN from partners/collaborators to potential technology market
ASEAN in extension of Belt and Road Initiatives
From the holistic approach to bilateralism with member states

- Increase of Chinese economic influence in ASEAN
Unbalanced - Increase of technological dependence on Chinese technologies in
China-ASEAN
ASEAN
Relation
- Overseas Chinese firms as the core benefiter of technology transfer
- Increase of trade surplus for China, while trade deficit for ASEAN
Changes in
ASEAN

- Strengthened local capabilities
- Increased partners for technological cooperation
- Increase in the BRI risk and the local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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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scussion and Conclusion
Due to the geographic proximity and long migration history, China noted
ASEAN as a comprehensive partner from early on and started to cooperate
in the technical programs. The China-ASEAN techno-diplomacy manifested
“South-South cooperation,” where the indigenous and independent initiatives
would lead to the win-win situation and both parties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free from superpower countries. With this approach, China
and ASEAN made a strong and collaborative tie for decades. Yet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broke the balance, triggering Chinese firms to
“exploit market” in ASEAN.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global business
environment, ASEAN has reinforced the intra-regional tie and expanded
the global partnership. The recent changes provid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irms and the Korean government, which seek
markets alternative to China due to the global political risk.
We have configured three dimensions of crucial changes in China-ASEAN
relations: China’s change in the ASEAN approach, the widening technology
gap between China and ASEAN and ASEAN’s changing approach to China.
Each dimension provides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the Korean firms and
businesses. First, China’s aggressive efforts to dominate the ASEAN market
confront the Korean entry. In ASEAN, Korean and Chinese firms tend to
have competing industries, and both countries prefer industry clusterization.
It means that Korean firms should compete with Chinese firms over recruiting
human resources, access to the competitive suppliers and vendors, and the
ties to the local government. Also, given that Chinese entries in ASEAN are
frequently criticized for crowding out the local businesses and for forming
value chains among the Chinese firms, Korean firms should seek ways to
have business operation more localized and to take a low profile in the
attitude toward local firms.
Second, the widening technology gap between China and ASEAN highlights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official development aids to the
area. The varying levels of technical capacity in the ASEAN member states
almost make intra-regional technical collaborations impossible. Giv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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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with the Chinese firms, committing official development aid to
the technical training or tertiary education would be greatly welcomed, at
the same time helping the Korean firms secure competitive resources. It
should be always noted that except Singapore, ASEAN is a community of
developing and least developing countries, and that quick return is not
feasible.
Third, the changing stance of ASEAN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
also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to Korea. The protectionism is now
back in the global trade, while the multi-lateral agreements are being
weaker. Given that Korea elaborates on free trade agreements with ASEAN,
the changing sentiment in ASEAN toward China that China is a competitor
rather than an ally become strong advantage to the Korean firms. Korean
firms should make the ASEAN approach differentiated from China 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reat ASEAN as an economic collaboration
partner without the political connotation. One good approach to suggest is
exercise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at matches the aid approach
on the government side.
The study adds values to the relevant literature. Because Japanese and
Chinese firms have acted on the Southeast Asian entires early or with a
strong local connection, Korean firms are late movers for the ASEAN entry.
Given the situation that China is driving the BRI and Japan is assisting with
huge aids, Korean firms should make a strategic approach when building
value chains in ASEAN given two rivals that overlap business areas. Overall,
our paper highlights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rather than having the
Korean-ASEAN dyadic stance for the ASEAN entry.
The study is subject to limitations that we did not consider actions of all
major countries, namely the U.S. and Japan. We also omit intra-regional
conflicts within ASEAN, which may be an important factor. We hope that
more ASEAN member state-specific research would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businesses in ASEAN.

“This paper has not been published or is published in any other journal or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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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기술협력사: 최근 20년을 중심으로

곽주영*ㆍ진메이후이**ㆍ박형근***
1)

요 약
본 연구는 문헌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이 공식적 아세안의 동반자가 된 1996년부터의
중국-아세안 간의 기술협력사를 분석하였다. 중국에게는 화교 이주의 오랜 역사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아세안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중국-아세안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초기에는 철저히 개도국끼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남남협력 방식으로 진행되었
으며 민간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2007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후 중국이 노골적으로 기술국가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하고 또 중국-아세안 간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국의 대 아세안 기술외교는 중국 기업을 위한 아세안 시장 진입 전
략으로 바뀌었다. 아세안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제협력의 기회가 증가하는 등 환경이 바
뀌었다. 중국은 여전히 아세안 역내 과학기술 협력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력
사업의 대부분은 중국의 경제적 목표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의 중
국 기술 의존은 심해지고 있다. 그 결과 중-아세안 기술협력은 현지에서의 저항을 초래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공적원조
를 통한 아세안의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것을 제시한다. 한국 기업들 역시 비영리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한국아세안이라는 양자관계에 기반하여 아세안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아세안 상권을 장악
해온 ‘중국’이라는 변수를 넣어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중국, 아세안, 기술협력,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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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 조식의 경의사상과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김덕현**ㆍ유동희***ㆍ정대율****
2)

요 약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기업가의 등장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뿐 아니
라, 창업을 통한 고용 및 가치 창출을 일으킨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경우 벤처 붐이 일
어났을 때 기업가정신이 크게 고양되었으나, 그 이후 쇠퇴하는 시기를 경험하였다. 초기
철저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였던 1세대 창업주들이 세운
기업 중에서 일부가 가문에 의한 세습과 경영자의 갑질사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
다. 이로 인하여 재벌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게 되면서 1세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
까지 가장 많은 글로벌 기업인을 배출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출향 기업인들의
사상적 원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LG 창업주 구인회, 효성
창업주 조홍제 등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들의 주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형 기업가정신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3대 기업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그 결과, 기존의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공통
된 특성과 더불어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에 내포된 우국애민정신 및 실천주의, 그리고 1세
대 창업주들의 애국정신과 인본주의 및 합리주의 요소들이 포함된 ‘남명 기업가정신’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남명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기업가정신, 유학자, 남명 조식, 경의사상, 1세대 창업주, 기업가정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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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감소에 다른 실업 및 미취업 등의 문제와 함께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기업가정신이 대두되고 있다(박재환 외, 2018). 국내 창업
환경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신설 법인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하는 등
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창업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율이 낮고 창업 실패에 대한 사
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승재 외, 2018). 이러한 환경으
로 인해, 평생직장에 대한 안전성만을 추구하는 풍토는 창업에 대한 의지와 시도를 저
하시키고 있다. 이는 개인적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낙
인찍히는 것과 같은 사회적 측면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가정신의 확산에 큰 제
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몇몇 재벌에서는 가문을 중심으로 경영권이 세습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비인
격적 행태와 비리, 불공정한 경영방식, 기업 간 갑을관계 형성, 그리고 종업원 및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반기업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 혹은 공헌, 기부 등의 형태로
이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인식은 지울 수 없
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많은 건실한 기업에 대한 오도와 함
께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올바른 기업가정신 결여와 인식부족에 있다. 일
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사람은 혁신적이며 문제 해결에 있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김연종 외, 2016). 올바른 기업가정신
을 함양한 기업가는 모방 혹은 유지, 답습 등을 뛰어넘어 조직과 환경을 혁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은 서구에서부터 넘어온
개념이며 한국적인 기업가정신의 뿌리 혹은 문화 원형을 찾는 연구가 적은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에서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을 비교하는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
지만, 대부부분이 단일 기업의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에 거치고 있다(김성
수, 2000; 최종태, 2000; 김영래, 2011; 서인덕, 2005).
따라서 우리 고유의 사상에 근거한 한국에 적합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박유영ㆍ이우영, 2002; 김영환ㆍ양태용, 2013). 지난 2018년 7월 10일 한국
경영학회에서는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하면서 그 사상적 원류로 과
거 조선시대 경상우도의 정신적 지주였던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을 중요하게 언급
하였다(한국경영학회, 2018; 정대율, 2018).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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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지역(현재의 경남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
던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과 그 시대정신을 먼저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
은 진주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인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효성
조홍제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한국 기업가정신의 뿌리를 찾고자 한다. 또한 여
러 학자들이 제시한 기업가정신의 정의에서 파악된 주요 특성들을 파악하고, 남명 조
식의 경의사상과 우국애민 정신, 그리고 1세대 창업주들의 애국정신과 인본주의 요소
들이 포함된 ‘남명 기업가정신’을 한국형 기업가정신으로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남명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와
활성화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Ⅱ.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기회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자
접근방법이며, 아울러 행동과 실행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기업가정
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조사하여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의 유형과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및 특성을 살펴보
고, 기업가적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 이론에 근거하여 기업가정신을 구성하
는 주요 특성과 과정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슘페터(Joseph Alois Shumpeter)는
경제발전이론을 통해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혁신(innovation)의 개념을 처
음으로 제시한 경제학자이다. 기업가는 혁신 혹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를 통해, 일상적 행위로부터의 탈피를 일으켜 신제품, 신공정, 새로운 공급원, 신시장
의 개척, 사업의 재편성을 야기함으로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혁신 혹은 창조적 파괴 활동은 오늘날 기업가정신의 핵심적 특성으로 다루어지고 있으
며,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기차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의 어록을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업가를 ‘정확하게 변화를 탐색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변화를 하
나의 기회로 삼아 개척해 나가는 자’로 정의한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으로 규정함으로 위험 감수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였다. 슘페터와 피터 드러커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가는 혁신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회 포착과 시장 개척 등을 수행하여 경쟁우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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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서 언급되는 기업가는 서구에서 넘어온 개념으로 한자로 기업가를 ‘企
業家’ 혹은 ‘起業家’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을 나타내는
표기와 동일하며 후자의 경우 ‘일으키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슘페터와 피터 드
러커가 정의한 기업가를 살펴보면 후자의 의미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기업가를 번역할 때 후자의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배종태ㆍ차민석, 2009; 유홍성,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업가를
언급할 때 후자의 의미로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정의된 기업가정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tevenson
(1983)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감수하는 것으로 위험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Timmons(1994)는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
으로 하는 사고ㆍ추론ㆍ행동방식’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
을 수반하는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배종태와 차민석(2009)은 이들의 정의를 재구성
하여 기업가정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
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방식’으로 정의하였다.
GEM 2017 한국보고서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개인이나 팀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기
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이 기업을 확장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가치
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8). 정대율(2019)
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혁신활동을 수행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유형은 기업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속한 단체나 소속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사내 기업가정신, 대학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상업적 기
업가정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 기업가정신, 소수 인종 및 이민자 기
업가정신, 인터넷 기업가정신, 가족 기업가정신 등이 존재한다(배종태ㆍ차민석, 2009;
김영환ㆍ양태용, 2013).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환경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기업가정신이 적용되는 분야는 이윤 창출이 주된 목적인 상업적인 기업
가정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1인 기업이나 가족 기업, 인터넷 기업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언급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immons(1975)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기회, 자원, 기업가 및 팀을 언급하였으
며, 기업가정신은 기회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자 행동과 실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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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동적 특성, 사고방식, 성향과 관련된 내용을 기업가정신에
포함시켰다. 이 후, 여러 연구들에서 Timmons가 제시한 기업가정신을 발전시켰다
(Stevenson, 1983; 1990; 배종태ㆍ차민석, 2009; 김영환ㆍ양태용, 2013; 김연종 등,
2016; 이승재 등, 2018). 각 연구들에서 언급된 기회와 관련된 특성으로는 문제 인식,
기회 포착, 위험 감수, 포착 기회의 과감한 추구, 전략 수립 등이 있다. 자원과 관련된
특성에는 자원 확보, 자원 격차(resource gap), 유ㆍ무형 자원,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
킹 역량, 사회적 자본,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가 및 팀과 관련
된 특성으로는 진정성, 의사소통 역량, 혁신성, 협력성, 진취성, 도전성, 윤리의식, 사
회적 책임, 리더십, 준비성, 실행력, 통찰력, 직관력, 평가 및 보상, 경영 능력 등이 있
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가정신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와 특성
구성요소

특성

핵심 개념

기회

문제 인식, 기회 포착, 위험 감수, 문제를 인식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포착한 기
포착 기회의 과감한 추구, 전략 수 회를 계획과 전략 수립을 통해 과감(위험 감
립 등
수)하게 추구함

자원

자원 확보, 자원 격차, 유ㆍ무형 자
원,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킹 역량,
사회적 자본, 벤처캐피탈, 자금 조
달 등

기회 추구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유ㆍ무형 자
원을 확보하여, 자원 격차를 줄임. 필요 자원
확보(네트워크, 인적 자원, 기술, 현금 등)를
위해 격차를 메움

기업가
및 팀

진정성, 혁신성, 협력성, 진취성,
도전성, 의사소통 역량, 리더십, 준
비성, 실행력, 통찰력, 직관력, 사
회적 책임, 윤리의식, 평가 및 보
상, 시너지 등

기업가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팀을 구축하여, 목표 달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함.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필요하며, 그 과정 중에는 윤
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

끝으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중요 개념인 기업가적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적 과정이란 창업에서부터 비즈니스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의
미한다. 즉, 기업가정신이 실현되거나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김영환과 양
태용(2013)은 Low and MacMillan(1988)에서 언급한 기업가적 프로세스와 사회적
환경의 두 축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과정을 기회 포착, 창업, 사업 성공의 3단계로 구분
하였고, 이승재 외(2018)은 기업가적 과정을 문제인식 및 기회포착, 사업모델 개발, 위
기대처, 기업가적 성과(핵심성공요인)의 4단계로 구성하였다.
GEM 2017 한국보고서에 의하면, 개인 수준의 연구를 기본단위로 기업가적 과정을
잠재적 기업가, 창업 기업가(사업 시작), 신규 기업의 소유 경영자(3.5년 미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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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유 경영자(최대 3.5년)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8). 각 단계별로 개인의 속성이나 경제, 환경, 문화적 요소들이 기업가적 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가적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기업가,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기업가정신은 서구권에서 넘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잘 녹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만의 기업가정신 문화를 조성하고자 남명 조식의 핵심사상과 1세대 창
업주의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공통 특성들을 반영한 한국형 기업가정신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에 관한 연구
남명 조식(南冥 曺植)의 핵심 사상은 경의사상(敬義思想)이다. 남명은 ‘경(敬)’과 ‘의
(義)’를 평생토록 자기 수양과 실천 행동의 근원적 사상으로 삼았다. 당시의 유학자들
이 저술에 노력을 기울인 것과 비교하여 남명은 저술보다는 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그 결과 경의사상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현실과 정치적 모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의 자세를 가지고 ‘상소’라는 실천 행동을 하였다. 상소의 내용에는 우국애민 정신
이 잘 드러나며, 남명은 깨달음의 지속을 위해 평생을 인재양성에 힘썼다.

1. 경의사상
남명 조식은 부친 조언형과 모친 인천 이씨 사이에 2남 4녀 중 장남으로 1501년 음
력 6월 26일 그의 외가인 경상도 삼가현 토동마을(지금의 합천군 삼가면 외톨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16세기 조선 중기 대학자로서 경
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남명은 열다섯 되던 해에 함경도 단천군수로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가서 살았다. 그곳에서 다른 유학자들과는 달리 유교경전에만 한정하지
않고, 천문ㆍ지리ㆍ병법ㆍ수학ㆍ의약 등 실용도가 높은 현실적인 학문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상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폭넓게 수학했다. 남명은 모든 학문의
요체는 ‘경(敬)’과 ‘의(義)’로 귀결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수양하고,
나아가 제자들을 기르고, 세상을 구제하려고 노력했다. 남명은 72세에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다(허권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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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의 핵심사상은 경의사상이다. 여기에서 ‘경’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수양하는 것이고, ‘의’는 마음을 단속하여 실천에 옮기는 힘을 의미한다. 즉, ‘의’가 따
르지 않으면 아무런 성취가 없어 애써 얻은 ‘경’이 공허하게 된다. 남명은 “우리 집에
경과 의가 있는 것은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며 어느 하나 부족
함 없이 두 가지 측면 모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채휘균, 1996; 허권수, 2018; 이상
호, 2018a).
이는 양명학의 지행합일(知行合一)과도 일맥상통한다. 경과 의가 함께 갖추어져야만
마음이 맑아져서 모든 판단이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명은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닌 자기 수양을 위한 학문을 하였다. 즉, 도덕적 인격의 확실한 완성과 이를 적극적
으로 실천하는 것이 학문의 궁극적 목표였다.
남명의 대표적인 수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깨끗한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꿇어 앉아 두 손으로 받쳐 들고서 기울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은 채로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었다. 둘째로, 띠에 성성자(惺惺子)라는 쇠방울을 차고 다니며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깨우쳐 자신을 성찰했다(김세철, 2007; 이상호, 2018a).
또한 자신이 차고 다니던 칼인 경의검에 ‘내명자경(內明者敬), 외단자의(外斷者義)(안
으로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으로 결단하는 것이 의다)’라는 두 구절을 새겼다. 이 명구
는 먼저 자신을 경으로 수양하여 얻은 내면의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 밖의 수많은 변
화를 대처함에 있어 의로써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남명은 자기
수양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여, 이를 믿고 실천했으며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다(채휘균,
1996; 김세철, 2007).

2. 우국애민과 인재양성
남명이 살았던 때는 정치ㆍ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였다. 일생에 두 번의 사
화(기묘사화, 을사사화)를 간접적으로 겪었는데, 사화로 인해 가까운 지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정치에 대한 환멸과 회의를 품게 되었다. 두
번의 사화는 남명의 출처사상에도 많은 변화를 갖게 했다.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일평생 관직을 고사했다. 그렇다고 해서 남명은 결코 국가와
정치,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 남명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
관아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남명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가엾이 여기는 우국애민(憂國愛民) 정신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남명은 관직생활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평소 느꼈던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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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과 부조리 등을 바로잡기 위해 상소(上疏)라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언론활동을
수행했다. 남명의 우국애민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상소라고
할 수 있다. 상소는 임금에게 건의하거나 호소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틀
을 갖추어야 했으며, 매우 조심스럽고 경우에 따라 위험하기도 한 언론 활동이었다(김
세철, 2007).
상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주가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인
격적 완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자신의 이익만 좇는 탐관오리와 척신정치에 대한 비
판, 백성이 없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즉, 남명의 상소에는 현
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백성들에 대한 애민사상,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 진정한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군주의 자기 수양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 정치에 대한 개혁
의지와 그 밑바닥에 깔린 민본사상, 덕치를 통한 왕도정치의 실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 등의 우국애민 정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명의 업적은 경의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기 수양과 우국애민 정신이 깃든 상소문을
올린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남명은 저술 활동보다 제자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자신
의 깨달음을 후대에 전수하였다. 이는 남명의 인재양성(人材養成)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남명은 자신의 경륜을 중앙 정계에서 펼치지 않았지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의 지속이라 판단하였다. 제자 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남명의 사상과 정
신이 잘 드러난다. 책을 붙들고 한 구절 한 구절씩 풀이해 주지 않고, 제자들이 스스로
혼미함을 깨우치고 올바름을 체득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남명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실천주의 성향이 강하다. 여타의 학자들과는 달리 남명은 제자들에게 실용성이 짙은
병법을 가르쳤다.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때, 남명의 제자들은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
제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기 때문에 남명의 가르침이 훌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명의 제자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지금의 산청과 의령, 합천 등지에서 활발한
의병활동을 수행하였고, 결국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구국하였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는 훗날 북인의 대표인 정인홍과 의령의 곽재우가 있다. 임진왜란 시 구국공헌을 바탕
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북인은 1623년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 이후로 철저하게 정
치적으로 몰락하게 된다. 그로 인해 남명에 대한 폄하와 더불어 그 문인들도 크게 위축
되어, 남명학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세철, 2007).
남명학이 다시 학문으로 정립되어 부흥한 것은, 1991년 경상대학교에 남명학연구소
가 설립되어 남명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때부터이다. 남명학연구소에서는 설립과 동
시에 ‘남명학연구’ 논문집을 발간하였으며, 현재 연구재단 등재지로서 매년 4회 발간하
고 있다. 남명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남명이라는 인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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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학문 및 사상에 대한 연구, 그의 제자와 후학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남명학
파 전체의 학맥을 밝혀 오늘날 남명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남명 조식선생의 핵심 사상들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남명 조식선
생은 경의사상을 바탕으로 철저한 선비정신을 실천했으며, 조선시대 제도언론의 대표
적 형태였던 상소를 통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였고 제자 양육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우국애민 정신과 인재양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명의 핵심 사상
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에 포함하고자 한다.
<표 2> 남명 조식의 핵심사상과 의미
구분

의미

경(敬)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는 것

의(義)

마음을 단속하여 실천에 옮기는 힘

우국애민(憂國愛民)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가엾이 여기는 정신

상소(上疏)

조선시대 대표적인 언론 활동
남명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활동(위험 감수)

인재양성(人材養成)

제자들에게 실용적인 학문 위주의 가르침을 실현(인재경영)

Ⅳ.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과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은 폐허가 되었다. 이러
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인
물로서 지금의 대기업 1세대 창업주들을 꼽을 수 있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창업
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은 그들만의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이충
도, 2018). 본 장에서는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인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
인회 회장, 효성 조홍제 회장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의 기업가정신에 내포된 핵심 사
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삼성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정신
호암 이병철(1910~1987)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아버지 이찬우와 어머니 안동 권
씨의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비록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집안형편은 유복한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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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병철은 5살 때부터 조부 이홍석과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이병철의 집안
은 남명 조식선생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의 11대조 소헌 이종욱은 남명
의 수제자인 내암 정인홍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하였다. 또한 남명의 제
자인 지봉 이종영과는 제종지간이다. 이병철의 조부 문산 이홍석은 남인의 대표적인
학자 성재 허전의 제자이다. 허전은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선조가 초당 허엽,
악록 허성 등인데, 허성은 북인계열로 남명의 제자이다. 이병철의 형 이병각은 근세 영
남의 대학자 회봉 하겸진의 사위이다(허권수, 2018).
이병철은 1922년 지수보통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서울로 유학은 간 후, 1930
년에 일본의 와세다대학에 입학하였지만, 건강악화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그 후 사업에
뜻을 두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연수 300석 규모의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1936
년 정미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하였다. 해방 후 한
국경제 회복을 위해 무역업에 투자하여 얻게 된 수익으로 ‘삼성물산공사(1948)’를 설
립하였다. 이후 제조업에 투자하여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1953)’, ‘제일모직주식회사
(1954)’를 설립하였다. 특히 1969년 1월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반도체
및 관련회사들을 흡수 합병하여 1984년 ‘삼성전자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박유영ㆍ이우영, 2002).
이병철의 대표적인 기업가정신은 ‘합리주의’, ‘인재제일주의’, ‘사업보국’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건희 1998; 김영래, 2011). 합리(合理)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으로 논
리적 원리나 법칙에 잘 부합하는 것을 뜻한다. 평소 부친은 “매사에 성급하지 말아야한
다”, “무리하게 사물을 처리하려 하면 안 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처세훈으로 삼
았다고 한다(이병철, 2014). 이를 바탕으로 “자연이나 모든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에도 이치가 있고 이치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합리주의를 기업경영의 원칙으로
삼았다. 기업 경영은 비약보다 진보를 원칙으로 하여 단계에 맞게 나아가야 함을 제시
한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1988). 1960년대에 들어서 외부 전문가에 의한 그룹 각사
의 경영진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였다(이병철, 2014; 이상호, 2018b). 기업 경영과 조직의 합리화
를 추구하며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합리주의를 실천하였다.
이병철은 “일생의 80%를 인재를 모으고 기르고 육성시키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인재 발굴과 양성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가졌다. 이는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부친의 가르침이 경영철학의 바탕이 되었다(이
병철, 2014). 따라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참석하여 인품을 살펴보았으며, 마
지막 면접에서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하였다. 하지
만 “의심이 가거든 사람을 고용 말라”, “의심하면서 사람을 부리면 그 사람의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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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없다”는 신념으로 채용한 후에는 조직 구성원들을 믿고 대담하게 회사 일을 맡
겼다. 그 일화로 삼성상회 설립 후 극히 일부의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일
을 친구인 이순근에게 맡긴 것을 들 수 있다(전용욱ㆍ한정화, 1994; 호암재단, 1997;
이상호, 2018b).
사업보국(事業報國)이란 기업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며 경제 부흥을 도모함으로 노동
력을 양성하고 민족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병철의 호암자전(湖巖自傳)을 살펴보
면 ‘거짓과 꾸임은 개인에 있어서나 국가, 사회에 있어서나 대우환(大愚患)’이라는 것을
강조한 부친의 가르침을 이념의 뿌리로 삼았다. 혼란스러운 시절 국민을 빈곤에서 구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사업을 시작하여, 삼성상회를 설립하고 일본인이 경영하
던 조선양조를 인수하여 제조업에 착수하는 등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개척해나갔
다. 또한 삼성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그는 기업을 사회성
이 있는 사회적 존재로 보며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창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
니라 문화, 복지, 고용 등을 통한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박유영ㆍ이우
영, 2002; 이병철, 2014).

2. LG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
연암 구인회(1907~1969)는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에서 아버지 구재서와 어머니 진
양 하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구인회의 조부인 구연호는 구한 말 최고의 한학자로
1910년 조선왕조가 망한 이후 세상의 일을 사절하고 고향인 지수 승산리에 낙향하여
후학의 양성에 혼신을 다하였다. 특히 그의 손자 구인회를 15살 때까지 직접 한문을
가르쳤다. 승산리에 사는 구씨 가문의 인물 가운데는 남명학파에 직접 속하는 인물은
있지 않지만, 남명학파의 핵심적인 가문과 혼인관계나 교류를 가짐으로서 남명학파와
연계되었고, 그 영향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진양하씨 창주파는 남명을
모신 덕천서원 원장을 지낸 河憕의 후손인데, 그 종가가 곧 구인회의 장남으로 그룹의
회장을 지낸 구자경의 처가이다. 재령이씨, 함안조씨, 경주이씨 등도 다 남명학파의 핵
심 가문인데, 다 구씨 가문과 혼사가 있다. 구인회는 조부 밑에서 한학을 익히다가
1920년 지수 승산마을의 대부호였던 허씨 집안의 허을수와 혼인한 다음해 지수보통학
교에 편입하였다. 그 후 학문적 지식을 쌓고 견문을 높이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지만 집
안사정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허권수, 2018).
구인회는 낙향 후 지수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처갓집 허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
진주에서 동생 구철회와 함께 ‘구인회상점(1931)’을 첫 사업으로 시작했다. 1947년에
는 만석군 허준의 손자 허정구(허만정의 아들) 등과 함께 화장품을 생산하는 ‘락희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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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를 설립하여 제조업으로 기업을 키워나갔다(정대율, 2018). 그 후 ‘주식회사 금
성사’를 1959년에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전기, 전자기기를 생산하고 수출하였다. 또한
반도체 생산회사인 ‘금성전자주식회사(1969)’를 설립하여 첨단산업분야에 진출하면서
오늘의 LG를 만들었다(김성수, 2000).
구인회의 생활신조는 인화단결, 신의성실이었으며, 그의 기업가정신은 여기에 바탕
을 두고 있다. 즉, 구인회의 기업가정신은 ‘실천주의’, ‘인화경영’, ‘정도경영’으로 대표
된다(박유영과 이우영, 2002). 구인회는 “할 수 있다, 하면 반드시 된다”는 신념을 갖
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였다. 앞서 언급한 구인회상점을 설립하여 상업 활
동을 시작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
의 생활필수품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말이다. 생산업자가 국민의 생활용품을
차질 없게 만들어 내는 일도 애국하는 길이고 전쟁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
고 외치며 과감하게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일상
용품을 만들어 국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럭키금성, 1994; 김성수, 2000; 최종
태, 2000). 이와 같이 새로운 생각과 시도를 추구한 구인회의 활동을 통해 그의 실천주
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구인회의 경영철학은 전통적인 유교주의 가풍에서의 가족주의 사상과 장남으로서 형
제들을 돌보며 배운 우애를 바탕으로 한다. “한 번 믿으면 모든 일을 맡겨라”, “기업을
하는 데에는 내부의 인화가 무엇보다 서야 한다”, “고객과 꾸준한 관계만이 기업의 생
명이다”와 같이 사람중심의 기업 경영 즉, ‘기업이 인간이고 인간이 기업’이라는 인화
경영을 강조하는 신념은 그의 경영 이력 곳곳에 잘 나타나고 있다(최종태, 2000). 오늘
날 LG그룹은 구인회의 인화경영을 바탕으로 사원부터 최고경영진까지 모두가 한 마음
으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LG, 1997).
또한 그는 기업이나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정대하게 해야 함을 뜻하는 정도경영(正
道經營)도 강조하였다. 그 일화로 첫 사업에서 신용을 쌓기 위해 포목의 값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포목을 비수기에 싸게 사서 매점하였다가 성수기에 비싸게 팔아
서 이윤을 남겼다. 경영에 있어 정공법을 택한 결과로 고객들과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박유영ㆍ이우영, 2002). LG에서는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얻게 된 이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연암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그 후 장학육영사업, 문화사업, 사
회복리사업 등 사회공헌에 앞장섰다(LG, 1997; 김성수, 2000). 이는 오늘날 LG의 윤
리강령의 기본으로, 모든 구성원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고와 행동의 기반이 되며 구
인회의 정도경영이 계승ㆍ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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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성 조홍제 회장의 기업가정신
만우 조홍제(1906~1984)는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아버지 조용돈과 어머니 순흥 안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고장은 유서 깊은 명문 함안 조씨가 600여 년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세거지이다(김영래, 2005). 그는 남명선생의 제자이자 생질의 사위
인 대소헌 조종도의 후예이다. 조종도는 1597년 정유재란 때 황석산성에서 순절하였
다. 조홍제의 종조부는 독립운동에 종사한 서천 조정규이다. 조홍제는 어릴 적부터 한
학을 배웠으며 신식교육을 받기 위해 지수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그 후 중앙고등보통학
교에 입학하였으나 6ㆍ10 만세사건으로 중퇴하고 1935년 30세에 동경대학을 졸업했
다. 졸업 후 귀국하여 호암 이병철과 공동출자로 무역업체인 ‘삼성물산공사(1948)’를
시작으로 하여 ‘제일제당(1953)’, ‘제일모직(1954)’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1962년 이
병철의 요구로 동업을 청산하고, 무역회사인 ‘효성물산’을 설립했다. 그 후 제조업에
착수하여 ‘조선제분’, ‘한국타이어’ 등의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시키며 효성은 도
약기를 맞았다(서인덕, 2005).
조홍제의 대표적인 기업가정신으로 ‘국리민복’, ‘위험감수’, ‘인재경영’을 꼽을 수 있
다. 유교적 전통을 중시한 가풍에서 한학을 배운 것이 기업가정신의 배경이 된다. 그는
‘기업인의 정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가 경영하는 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고용
을 증대하고 국부를 늘려 모두가 잘 살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조홍제, 2000). 또한 기업이 이익을 얻을 때는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치열
한 경쟁이 따르지만 인격을 바탕으로 한 기업윤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김영래, 2005). 그의 어록을 통해서 국리보국 정신
이 잘 드러남을 살펴볼 수 있다.
조홍제는 위험이 따르는 사업일지라도 과감하게 도전하였다. 앞서 언급한 여러 부실
기업들 중 한국타이어를 인수하여 정상화시킨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962년 당시
한국타이어는 약 9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조홍제는 실무진들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 타이어제조의 사업성이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운영 정상화에 직
접 나섰다. 당시 국내시장이 매우 좁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
고 타이어 시장 확장에 주력하고, 과감히 육성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1963
년에 수출 진흥 정책을 택하며 한국타이어는 전체 타이어 수출 실적의 64%를 달성했
다(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1991; 조홍제, 2000).
또한 그는 “기업의 구성원은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최선의 성과를 가져오
도록 노력하고 이 과정을 자기성장과 결부시켜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한국타이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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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1991). 그리고 경영자는 그러한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요건을 조성해
줘야 하며, 사람도 키우고 기업도 키우는 일이야말로 기업인만이 할 수 있는 긍지와 기
쁨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존중에 따른 인재양성을 강조한 조홍제의 기업가
정신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의 사례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기업
가정신과 남명의 핵심사상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세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남명의 핵심사상 비교 및 정리
성명

호 본관

생애

사업연혁

1910.
2. 12.
호 경남
이병철
~
암 의령
1987.
11. 19.

삼성정미소,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중공업 등

1907.
8. 28.
연 경남
구인회
~
암 진주
1969.
12. 31.

지수협동조합,
구인회 상점,
락희화학공업,
금성사,
금성전자 등

1906.
5. 20.
~
1984.
1. 16.

삼성물산,
효성물산,
조선제분,
한국타이어 등

조홍제

만 경남
우 함안

기업

삼성

LG

효성

기업가정신

남명의 핵심사상

합리주의

경 수양
(통찰력, 직관력)

인재제일주의

인본주의
(인재양성)

사업보국

우국애민

실천주의

경을 통한 의의
발현(병법)

인화경영

경 수양을 통한
인격완성

정도경영

왕도정치
(상소)

국리민복

우국애민

위험감수

비판 및 직언
(상소)

인재경영

인본주의
(인재양성)

Ⅴ. 남명의 경의사상 기반 한국형 기업가정신 제안
국내에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진주시의 기업가정신수도 구축
을 들 수 있다. 지난 2018년 7월 10일 한국경영학회에서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정
신 수도로 선포한 후 진주시에서는 다양한 민ㆍ관ㆍ산ㆍ학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수초등학교의 기업가 수도
성지화, 기업가 역사관 건립,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뿌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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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수기업 역사정리,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정대율 외,
2018; 2019).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가정신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서부 경
남권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의 원형과 그 사상을 찾고자 한다. 그 이유로, 서부 경남권
의 중심인 진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시대 상황과 환경
이 각기 다를지라도 해당 지역의 저변에 깔려있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상적 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6세기 조선 중기 유학자인
남명 조식의 경의 사상과 비교적 가까운 과거인 근대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을
조사ㆍ분석하였고, 그들의 주요 사상과 기존의 기업가정신을 융합하여 ‘남명 기업가정
신’이라는 한국형 기업가정신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였다.
‘남명 기업가정신’에 관한 개념적 모형은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
출된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들과 기업가적 과정, 그리고 남명 조식과 1세대 창업주들
의 핵심 사상들을 활용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개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Timmons(1994)의 모형에서
<그림 1> 남명 기업가정신의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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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기회(opportunity), 자원(resource), 기업가(entrepreneur)를 활용하여 표현
하였다. 이때, 3가지 구성요소들은 사업 기획(business plan)을 통한 상호작용을 바탕
으로 적합성(fits)을 찾고 격차(gaps)를 줄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 수준의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GEM 2017 보
고서의 모형을 활용한 기업가적 과정은 시기별로 잠재기, 창업기, 운영기의 3단계로 구
분된다. 이때, 각 단계에서 표현된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기회, 자원, 기업가의 경
우 그 중요도에 따라 원의 크기를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잠재기에서 창업기로 발전할
때 발아 과정을 거치게 되고, 창업기에서 운영기로 발전할 때는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운영기 단계에서는 성숙 과정 또는 전환 과정이 진행된다. 이와 같이 단계별 발전
양상에 따라,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주요 특성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도
출한 <표 1>의 특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잠재기는 기업가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포착된 기회
를 추구하기 위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 이는 도전 정신과 창의성, 준비성에 의한
것이며, 발아 과정에서 사업 기획ㆍ계획ㆍ창업 준비 활동이 수행된다.
두 번째 단계인 창업기는 자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며, 기업가는 인재양성,
자금 조달 등으로 대표되는 유ㆍ무형의 자원을 확보하고, 공급사슬망, 사회연결망과 같
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에 필요한 역량으로 실행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진정
성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자원 확보ㆍ창업 초기 운영 활동이 수행된다.
세 번째 단계인 운영기는 창업한 기업을 운영하는 시기로, 기업가는 통찰력과 직관력
에 의한 합리 추구를 해야 하고 리더십, 시너지, 경영 능력, 혁신성, 진취성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합리적인 이익의 분배가 필요하다. 또한 윤
리의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인화경영과 정도경영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숙 혹은 전환 과
정에서 사업의 유지 및 대체 혹은 폐지, 기업의 지속 혹은 폐업의 활동이 수행된다.
끝으로, 모든 단계는 가치 창출(value creation) 및 애국심(patriotism)과 상호 작
용함을 목표로 설정한다. 즉, 기업가정신의 발현은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
함이며,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철학적 근간에는 애국심이 있다.
여기에서 가치 창출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로 요약될 수 있다. 영리 기업의 경우, 이
윤 창출과 더불어 최근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비영리 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표로 한다.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
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이 주된 목표이긴 하
나 재무적 안정성 확보와 운영을 위한 이윤 창출도 도모해야 한다.
다음으로 애국심의 경우, 남명의 우국애민과 1세대 창업주들의 사업보국, 국리민복
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형 기업가정신에 있어서 반드시 함양되어야 할 덕목으로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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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라는 동기부여 요소를 통해 어려운 시대적 환경들을 타개했던 선현들의 모습을 본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남명의 경의사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먼저 각 시기에 따른 개인 수준은 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시기별 구분을 서로 이어주는 발아 과정, 성장 과정, 성숙
혹은 전환 과정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경
과 의는 함께 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경으로 시작하여 의로 이어지
는 형태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정리하자면 개인 수준에서는 경이 의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그 개인이 발아, 성장, 성숙 혹은 전환이라는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의가 경
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조됨을 알 수 있다.
경이라는 자기 수양이 결국 기업가정신에서 요구되는 통찰력 또는 직관력을 배양하
고, 이를 토대로 문제 인식과 기회 포착이 가능하며, 인본주의적 윤리의식을 함양시킨
다고 할 수 있다. 의는 경을 바탕으로 한 실천 행동이 포착된 기회를 추구하는 활동(위
험 감수, 사업 계획, 창업)과 자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자원 확보 및 조달, 네트워
크 및 인프라 구축), 그리고 경영 활동(기업 운영, 평가 및 보상, 사업 유지 및 대체)으
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명 기업가정신의 핵심은 남명의 경의사상이 현대적 의미의 기
업가정신으로 어떻게 계승되고 융합되는가와 관련이 있다. 과거 경상우도의 사상적 근
원인 남명의 경의사상이 지역적 문화의 저변에 스며들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수초등
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
적으로 3가지 측면에서 사상적 유사성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우국애민과 사업보국,
국리민복을 통해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통찰력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한 합
리추구, 실천주의는 남명의 경(敬)과 의(義)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끝으로 인화경영,
정도경영, 인재제일주의, 인재경영은 남명의 경 수양과 인본주의적 사상, 인재양성에
힘쓴 것과 밀접하다.
비록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지역적으로 연관이 있는 남명의 핵심사상과 서부 경남권
출신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은 여러 공통점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들은 현 시대에서 중
요시되는 기업가정신의 특성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참된 이치(眞理)는
시대를 막론하고 관통하는 시대정신이자 철학적 사상임을 알 수 있다(정대율, 2019).

Ⅵ. 맺는 말
본 연구는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과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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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도출되는 특성들과 기존의 기업가정신의 특성들을 융합하여 ‘남명 기업가정
신’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16세기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남명의 사상이 경상우도로 구
분되는 수많은 학자와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점과 서부 경남권의 중심인 진주시 지
수초등학교에서 걸출한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된 점을 착안하여,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의 뿌리를 찾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남명의 경의사상과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
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 간의 사상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한국 상황에 맞는 기업가정신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온고
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과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정신을 적극
적으로 융합하여 한국형 기업가정신의 사상적 기틀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문화양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한 것은 사실
이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애국과 관련된 우국애민, 사업보국, 국리민복은 기업가
정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즉, 수천 년 동안 한(韓) 민족으로
서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의 민족성을 남명 기업가정신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기업가의 인격적 자질의 완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양, 인재경영, 인
재제일주의, 인화경영, 정도경영의 사상도 남명 기업가정신에 반영하였다. 수양과 인본
주의를 바탕으로 인재경영과 인재제일주의, 인화경영과 정도경영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남명을 비롯한 수많은 성현들이 외쳐왔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이 현대적으로 재
해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기업가가 기존의 기업가정신에서 강조된 혁신성, 리
더십, 의사소통과 같은 역량을 함양하고 계산된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면, 자신
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훌륭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이다.
개인이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인 교
육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지원해 주기 위한 노력이 많아질수록, 많
은 인재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적인 과업들을 달성할 것이
다. 즉,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발굴하는 것에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는 우리가 서구로부터 그대로 도입된 기업가정신을 활용하였
다면, 이제는 한국 기업가정신의 뿌리와 문화원형적 측면으로부터 도출된 민족적ㆍ문화
적 특성들이 잘 반영된 남명 기업가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위태로운 현 경제 상황을 타개
함과 동시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와 활성화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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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of First Generation
Entrepreneurs from Jisu Elementary School and
Kyeong-Eui Spirit of Confucian Nammyeong
1)

Deok-Hyun Kim*ㆍDong-Hee Yoo**ㆍDae-Yul Jeong***

Abstract
The emergence of entrepreneurs with the right spirit is expected not only
to be a growth engine for new industries, but also to generate employment
and value creation through start-ups. Nevertheless, some companies set-up
by first generation entrepreneurs who contributed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good entrepreneurship at the beginning caused social
controversy due to hereditary inheritance by family members and managerial
distress. As a result, anti-corporate sentiment toward immoral companies
prevailed, which weakened the entrepreneurship of first-generation entrepreneurs.
This study proposes a traditional style of entrepreneurship, one that is needed
today to strengthen the nature of entrepreneurship and its ongoing success. To
this end, we derived the core elements necessary for Korean entrepreneurship
based on the Kyeong-Eui spirit which founded by Nammyeong(Cho Shik), a
greatest Confucian in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Also, we study the main
spirit of three first-generation entrepreneurs who founded Samsung, LG, Hyosung
Group from Jisu Elementary School in Jinju, Korea.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onfucian Nammyeong and three entrepreneurs, we
found three main sprit, humanism, patriotism, and pragmatism. On the basis of
these concepts, we proposed a traditional Korean entrepreneurship, ‘Nammyeong
Entrepreneurship.’ The results of our study will hopefully expand and activate
positive awareness of entrepreneurship and its value.
<Key Words> Entrepreneurship, Confucian, Nammyeong, Kyeong-Eui Spirit, Korean
First Generation Entrepreneur, Capital of Entrepreneurship
* Ph. D. Course Student, Dept. of M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IS, Research Fellow of BERI,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t. of MIS, Research Fellow of BERI,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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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기법을 이용한 한ㆍ일 장수기업의
장수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2)

김덕중*ㆍ임외석**

요 약
일본은 창업한 지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
수기업 국가이다. 이처럼 많은 장수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연구 환경을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일본 학자들이 장수요인에 관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일본 이
외의 다수 연구자도 장수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장수기업들
에 나타나는 장수요인들을 정성적 관점에 치중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과 장수요인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 즉 장수요인들과 장수기업 간에 1대1의 관계만을 설명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어떠한 장수요인들의 조합
이 장수기업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장수요인들의 조합에서 한국의 장수기업과 일본의 장
수기업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량적 기법을 가미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실증연구로 대표되는 ‘정량적 분석’ 기법과 탐색적 사례연
구로 대표되는 ‘정성적 분석’ 기법을 결합한 ‘질적비교분석(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기법을 채택하였다.
이 기법을 적용하여 한국의 ‘창업100년 장수기업’ 6개사와 일본의 ‘창업1,000년 초장
수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장수기업의 경우에는 장수요인들의 3가지
조합이 존재하는 반면, 일본 장수기업의 경우는 한국의 장수기업과는 달리 장수요인들의
1가지 조합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분석대상인 일본의 장수기업들은 외부환경적 장수요인에 속하는 사회적 안정성, 상
공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가계제도의 확장성이 모두 높으면서, 동시에 내적 장수요인
에 속하는 창업업종의 연속성, 의제혈연을 포함한 혈연승계의 정도, 안정성 중시전략의
정도도 모두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박사과정, okdj21@naver.com, 제1저자.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oslim@gachon.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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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한국의 장수기업들에서는 장수요인들의 3가지 조합이 존재하는데, 이들 3가
지 조합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장수요인들의 조합에는, 사회적 안정성, 상공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가계제도의 확장성이라는 3가지 요인들이었다. 단, 일본 장수기업들과 비
교하면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내 경영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QCA기법을 도입하여 사
례분석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방법에 도전하는 동기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장수기업, 장수요인, 사례연구, QCA(질적비교분석법), 원인조건의 조합.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창업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 한두 개씩 증가하면서 장수기업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적인 관점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의 장수기업 수에 비
하면 상대적으로 극소수이기는 하나 앞으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수기업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사례연구 방식을 중심으로 국내외 여러 학자
들에 의해 진행해 왔지만, 장수기업들이 많은 일본의 특성상 대부분 일본 학자들이 주
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처럼 장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적지 않은 결과, 특히 장수요인에 대
한 연구 성과가 다수 나와 있지만, 아쉬운 것은 대다수가 사례분석과 같은 정성적 연구
방법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장수기업들에 나타나는 장수요인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 즉 장수요인들과 장수기업 간에 1대1의 관계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구주제의 특성상 정량분석이 용이하지는 않다는 한계점도 존재하지만, 연구결과의
일반성이나 객관성을 일정부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접근법으로 보완해야 할 필
요성도 있다. 단, 정성적 접근법의 장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이러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법이 바로 질적
비교분석(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이하 QCA로 약칭)1) 기법인 것
이다.
즉 QCA는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소량의 데이터밖에 구할 수 없
1) 이 기법은 20세기말 미국의 사회학자인 레이긴(Charles C. Ragiin)에 의해 개발된 기법으로 흔
히 ‘레이긴혁명(Ragin Revolution)’이라 불릴 만큼, 한때 확산운동까지 일어났던 혁신적 분석방
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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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인과(因果) 지식을 도출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
적인 방법이며, 종전의 계량연구와 정성연구의 가교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양자를 지
양하는 제3의 길을 개척하는 방법이기도 하다(田村正紀, 2016, ⅰ-ⅱ).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방법론에서는 그동안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장수기업의 장수요인들을 대상으로 QCA기법, 그중에서도
csQCA(Crisp Sets QCA)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장수기업과 일본의 장수기업 간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수요인들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검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기법과 분석과정, 그리고 분석결과는 장수기업 관련 연구자들에게 뿐
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경영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접근방식
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다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와 분석모형
1. 선행연구의 명제 검토
1) 장수기업의 개념
장수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시간과 내용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시간적 관점에서는 창업 시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기간
으로 계산한다. 안세연ㆍ조동성(2011)은 “장수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평균 이상 생
존’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장수는 인간의 장수와는 달리 그 정의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임외석(2018)은 “장수기업의 개념은 아직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준
이 없어 명확하게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굳이 통계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업의 존
속연한을 기준으로 정의하자면, 기업의 평균수명을 초과하여 존속한 기업을 장수기업
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장수기업의 개념은 명확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100년 이상을 존속하고 있었을 때를 지칭한다.
이를테면, 横澤利昌(2000)은 일본 제조업 전체에서 100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기업
이 45,000사나 있으므로 100년 이상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며, 今村英明(2010, 3)도 Arie de Geus(1997), 半田純一(2004), 佐藤芳直(2004), 泉
谷涉(2007) 등과 같이 ‘100년 기업’이란 표현으로 창업한 지 100년 이상이 지난 기업
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도 대부분 100년 이상 된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노포(老舖)단체의 입회자격을 보면 토교(東京), 오사카(大阪), 카나자와(金澤),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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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佐賀) 등은 100년 이상, 나가사키(長崎)는 80년 이상, 교토(京都)는 연한에 관한 규정
은 없지만 실제로는 100년 이상 된 회원사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神田良 외,
2000, 56-57). 아울러 테쿄쿠(帝國)Databank 또한 ‘창업 100년 이상’ 또는 ‘업력(業
歷) 100년 이상’의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정의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帝國データバ
ンク, 2013, 1).
내용적 관점에서 장수기업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곳에 東京商工会議
所가 있다. 이 조사기관은 일본 국내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장수기업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창업 이후 100년 이상 존속하면서 ① 규모의 크기나 업종
에 관계없고, ② 업종 및 소재지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으며, ③ 사업 또는 관련 가족에
서 일관성이 있으면 법인의 변경과 무관한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東京
商工会議所, 2015, 9).
이상의 2가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100년 이상 생존
하면서 東京商工会議所가 정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2) 장수기업의 장수요인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될 명제인 ‘장수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한 선행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10가지 정도 선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ikkei Business(日経ビジネス, 1989)는 ① 시대를 통찰하는 지도력, ② 기업문화
의 일신과 침체로부터의 탈피, ③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의 활성화, ④ 모회사에 대한
의존성 탈피, ⑤ 건전한 적자부문의 확보 등을 장수기업의 생존조건으로 제시하고 있
으며, Collins & Porras(1994)는 ① 시간을 알리기보다 시계를 만들고, ② 단순한 이
윤추구를 초월하여 기본이념을 유지하고 진화를 촉진하며, ③ 시행착오와 임기응변, 대
규모 사업을 시도해보며 성공적인 것은 남기고, ④ 스스로 성공한 것을 제1로 삼으며
어느 시점에서라도 ‘이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어느 쪽이라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장수기업의 특성으로 보고 있다.
Royal Dutch Shell의 조사에서는 ① 기업의 학습 및 적응능력을 상징하는 환경에
대한 민감성, ② 그 기업만의 공동체 의식 및 개성을 확립하기 위한 천부적 능력으로서
의 확고한 응집력과 동질성, ③ ‘생태에 대한 회사의 인식’과 ‘내외적 다른 존재(실체)
와의 건설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을 모두 나타내는, 관용과 이에 따른 분권화, ④ 효과
적으로 자사의 성장과 발전을 통제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매우 중대한 기업 속성 평가
중의 한 요소인, 보수적인 재무활동 등을 장수기업의 공통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Arie de Geus, 1997; 堀出一郎, 2002; 鳴澤, 2002), 神田良 외(2000)는 ①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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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계승과 혁신, 즉 기술의 계승ㆍ발전ㆍ강화, 비전(秘傳)기술의 고수, 거래처와의
우호적인 관계유지, ② 전통에 대한 도전, 즉 무리한 사업 확장이 없는 전통의 고수, 신
규 사업ㆍ제품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 도전, ③ 창업자 일족에 의해 사업을 승계한 인적
승계 요인들을 장수기업의 특성으로 보고 있다.
또한, 安田龍平ㆍ板垣利明(2006)는 ① 창업정신의 계승과 미션의 공유, ② 철저한 고
객 지향성, ③ 외부와의 제휴 및 노하우의 도입, ④ 계획적 후계자의 육성과 권한 위양,
⑤ 핵심역량의 강화, ⑥ 본업회귀와 전공 분야의 집중화, ⑦ 근검절약과 견실한 경영
등을 장수기업의 특성으로써 제시하고 있으며, 정후식(2008)은 일본기업의 장수요인
가운데 내부적 요인으로 본업중시, 신뢰 기반의 형성, 철저한 장인정신, 혈연을 초월한
가업 승계, 보수적 자금운영에 따른 리스크 회피 등을, 기업의 외적 요인으로 외세의
침략이 적으면서 내전의 기간이 짧았던 점과 장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 등을 제시
하고 있다(河合保弘외 4, 2010, 16-20).
그리고 田中史人(2012)는 창업 200년 이상의 일본 장수기업 3,113사를 조사하여,
일본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장수기업이 많은 이유로 일본적 경영의 특징인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노조를 기반으로 한 가족주의적 경영을 제시하고 있으며, 大分県中小
企業診断士協会(2013)는 오이타켄(大分県)소재 장수기업의 존속요인으로, 창업 이후
본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 기존의 고객과 거래처를 중시한 경영, 동족에 의한 경영의
리더십, 새로운 상품ㆍ기술ㆍ서비스의 개발, 기존 상품ㆍ기술ㆍ서비스의 개량, 기존 상
품ㆍ기술ㆍ서비스의 유지와 계승, 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견실한 운용, 사회공헌ㆍ지역
밀착을 중시한 경영, 기업이념과 가훈의 계승, 신규 고객과 거래처의 개척과 확대 등
2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Globis경영대학원(グロビス経営大学院, 2014)은 일본에 장수기업이 많은 이
유로 ① 외부침략이나 커다란 내란이 없었던 일본 특유의 역사적 측면과 ② 화(和), 창
의ㆍ고안, 전통, 근검절약, 공부를 중시하고 상대를 수용하는 일본의 문화적 측면과 함
께, ③ 일본적 경영의 가치관이라는 경영적 측면에서 찾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며, 田久保善彦(2014)는 ① 외부침략이나 큰 내란이 없었던 일본 특유의 역사적 측
면, ② 和, 창의력, 전통, 근검절약, 근면성을 존중하고 남을 수용하는 일본의 문화적
측면, ③ 일본적 경영의 가치관에 의한 영향 등 3가지가 일본에 장수기업이 많은 이유
로 제시하고 있다.

2. 본 연구의 분석모형
이상의 장수요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외부환경적 요인과 내부여건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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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분류를 하였다. 그 다음 중복되는 요인들과 유사한 요인들은 취사선택 및 결합
한 뒤 재분류와 단순화 과정 등을 거쳐서 <그림 1>과 같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
는 장수요인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모형도
결과
장수기업의 생존연수

원인조건 그룹(1): 외부환경 요인

원인조건 그룹(2): 내부여건 요인

• 사회적 안정성
• 상공업에 대한 수용도
• 家系 제도의 확장성

•
•
•
•

창업업종의 일관성
혈연승계의 정도
안정성 중시전략
내부자원 우선전략

첫째, 외부환경요인 그룹에는 모든 대상 기업에 대한 공통적인 원인조건에 해당하는
사회적 안정성과 상공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그리고 가계제도(家系制度)의 확장 가
능성이 있다.
사회적 안정성이란 기업들이 장기간 존속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
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전쟁의 유무, 전쟁발생의 빈도수, 전쟁의 형태(외세침략과 내
전, 전쟁 방식)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수준이 결정된다.
상공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귀천 의식이나 사농공상(士農工
商)과 같은 직종별 차별적 의식, 특히 공업과 상업에 대한 차별적 의식 등에 대한 정도
를 나타낸다.
사회적 가계제도(家系制度)의 확장성이란 대를 이을 때 혈연이 아닌, 양자나 데릴사
위와 같은 비혈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내부여건요인 그룹에는 개별기업 단위로 나타나는 원인조건에 해당하는 창업
업종의 일관성 또는 연속성, 혈연승계의 정도, 안정성 중시전략, 내부자원 우선전략 등
이 있다.
창업업종의 일관성이란 창업 시의 업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곧 전통을 중시하느냐 변화나 혁신을 수용하느냐의 조직문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혈연승계의 정도는 사업을 후계자에게 승계할 때 순수혈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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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안정성 중시전략이란 전사적이고 장기적인 경영전략 차원에
서 성장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내부자원 우선전략이란 전략적 자원관리의 관점에서 대외적 신용이나 고객과 같은
외부자원보다 인재나 기술과 같은 내부자원을 우선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원인조건 그룹(1)에 속하는 외부환경 요인 3가지와 원인조건 그룹(2)에 속하는 내부
여건 요인 4가지가 결과 값에 해당하는 장수기업의 생존년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Ⅲ. 한ㆍ일 장수기업 현황
1. 한국 장수기업의 현황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창업 100년(2019년 12월 말 기준)의 한국 장수기업은
두산그룹, 동화약품, 신한은행, 우리은행, 몽고식품, 광장주식회사 등 6개사이다.
회사명, 업종, 창업 연도, 업력(業歷)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창업100년 이상의 한국 장수기업 현황
No.

회사명

업종

창업 연도

업력(年)

비고

01

두산그룹

종합

1896

123

주류, 중공업, 전자, 건설, 로봇 등

02

동화약품

제약

1897

122

03

신한은행

금융

1897

122

04

우리은행

금융

1899

120

05

몽고식품

식품

1905

114

06

광장주식회사

유통

1905

114

광장시장의 운영 주체

* 출처：각사 홈페이지 등(2020.03.20.)

두산그룹(Doosan Group)2)은 창업자 박승이 설립한 ‘박승직상점’에서 출발하여
1950년대에 무역업과 OB맥주 등을 생산하다가, 1960년대에는 건설, 식음료, 기계산
업, 언론, 문화 분야까지 확장하였고, 최근에는 에너지와 물, 도로, 시설, 건물 등 사회
기반산업에도 진출하였다.

2) 기업명칭에 영어를 병기한 것은 fcQCA3.0 프로그램에서 기업명을 영어의 약칭으로 사용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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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Dong Wha Pharm)은 1897년 민병호와 아들 민강이 ‘동화약방’을 개업
하여 한국의 최초 신약인 활명수를 출시하면서 제약업종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지금
까지 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전념하는 제약업체이다.
신한은행(Shinhan Bank)은 1897년에 설립된 ‘한성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이
후 해동은행(1938년), 경성합동은행(1941년), 동일은행(1942년)을 인수ㆍ합병한 뒤
1943년에 조흥은행으로 개칭하였으며, 2006년 신한은행에 합병될 때 조흥은행을 존
속법인으로 하고 신한은행 법인은 폐지하면서 조흥은행을 신한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
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중앙일보 온라인, 2016; 나무위키-신한은행, 2020, 4-5; 나무
위키-조흥은행, 2020, 3-4).
우리은행(Woori Bank)은 1899년 (고종) 황실의 내탕금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
이 뿌리이다. 대한천일은행은 1911년 조선상업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1950년
에 한국상업은행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1999년 한일은행과 합병하면서 한
빛은행이 되었고 2001년에는 평화은행과도 합병하였으며 2002년 5월에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중앙일보 온라인, 2016; 나무위키-우리은행, 2020,
3-4).
몽고식품(Monggo Foods)은 1905년 일본인인 야마다노부스케(山田信助)가 설립한
‘야마다장유양조장(山田醤油醸造場)’을 전신으로 한다. 1945년 해방 후 공장장이었던
김홍구가 사장이 되면서 몽고장유양조공업사로 사명을 바꾸었고, 1987년에 다시 몽고
식품(주)로 개명한 것이다. 간장 전문 생산업체로 출발하여 현재에는 간장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인 된장, 고추장은 물론 식초, 물엿, 당면, 국수까지 생산하고 있다(慶美, 2014,
3; Wikipedia, 2020, 1).
광장주식회사(Kwangjang Market)는 1905년 7월에 조선상인들이 모여서 순수 조
선자본을 바탕으로 설립한 ‘동대문시장’이 뿌리인데 한성부에서 시장개설을 허가할 때의
명칭은 동대문시장이었다. 이때 사명은 ‘주식회사 광장(廣藏)회사’였는데 1912년에는
홍충현, 박승직 등의 상인 출신들이 시장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그 후 1960년
대에 들어서 광장시장으로 불리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장주식회사’는 시
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상호이다.

2. 일본 장수기업의 현황
분석대상이 되는 일본 장수기업은 창업 1000년(2019년 12월 말 기준) 이상인 기업
만 선택했다. 회사명, 업종, 창업 연도, 업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이
13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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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 창업 1000년 이상 장수기업 현황
No.

회사명

업종

01

콘고구미(金剛組)

목조건축

578

1441 사원의 목조 건축 및 보수

02

이케노보 카도카이
(池の坊華道会)

華道교육

587

1432

꽃꽂이 관련(華道)
교육사업

03

케이운칸(慶雲舘)

온천여관

705

1314

세계 最高
온천여관(기네스북)

04

코만(古まん)

온천여관

717

1302

05

호우시(法師)

온천여관

718

1301

06

덴라이코우보(伝来工房)

주물제작

806

1213

07

타나카이가 부츠구텐
(田中伊雅仏具店)

佛具제작

885

1134

우메키혼다테 바사미세이사쿠죠
도검제작
(梅木本種子鋏製作所)

905

1114

08

창업연도 업력(年)

09

오쿠라세이분죠(大蔵製盆所)

목공

935

1084

10

다이마루아스나루소
(大丸あすなる莊)

온천여관

969

1050

11

나카무라샤지(中村社寺)

목조건축

970

1049

12

이치몬지야와스케
(一文字屋和輔)

제과

1000

1019

13

오오미야료칸(おおみや旅館)

온천여관

1005

1014

비고

사원의 목조건축 및 보수

* 출처：橫澤利昌(2012), 東京商工会議所(2015), 각 회사 홈페이지(2018).

金剛組(Kongogumi)는 백제에서 건너간 콘고 시게미츠(金剛 重光, 한국명: 柳重光)
이 쇼토쿠타이시(聖德太子)의 명에 따라 현재 오사카(大阪)에 있는 시텐노지(四天王寺)
를 건립하기 시작한 578년을 창업 연도로 하고 있다. 창업 때부터 현재까지 사원을 대
상으로 하는 목조건축물 건축 및 보수전문의 건축회사이다.
池の坊華道会(Ikenobo Kadokai)는 당시 승려였던 오노노이모코(小野妹子)가 쿄토
(京都)에 있는 쵸호우지(頂法寺) 록카쿠도(六角堂)에서 쇼토쿠타이시(聖德太子)에게 꽃을
바친 587년을 창업 연도로 보고 있으며, 이후 꽃꽂이 교습을 중심으로 사업을 유지해
오다 근래에는 꽃꽂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慶雲舘(Keiunkan)은 후지하라마사히토(藤原真人)가 현재 야마나시켄(山梨県) 하야
카와쵸(早川町)의 니시야마온센(西山温泉)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하여 온천욕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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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년을 창업 연도로 계산하고 있다. 이후 제53대 당주(当主)인 카와노켄지로(川野健
治郞)까지 이어지면서 온천여관업종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여관
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古まん(Koman) 제1대 당주인 히우케 키요히코(日生下 清彦)가 717년에 창업한 이
래 현재 제22대 당주인 히우케 타미오(日生下 民夫)까지, 法師(Houshi)는 제1대 당주
인 호우시 센고로-마사스케호우시(法師善五郎-雅亮法師)가 718년에 창업한 이래 현재
제46대 당주인 호우시 센고로(法師善五郎)까지 모두 온천여관 업종을 이어오고 있다.
伝来工房(Denrai Kohbo)는 코우보다이시(弘法大師)의 수제자이자 창업자인 제1대
당주인 덴라이(伝来)가 806년에 창업한 이후 현재 야마모토 카즈미(橋本 和三)사장에
이르고 있다. 창업 시 주조기술을 이용한 동제(銅製) 불교용품의 제조업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전통의 주조기술을 기반으로 조형, 건축, 미술공예품의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제조, 시행까지 종합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田中伊雅仏具店(Tanakaiga Butsuguten)은 885년 제1대 당주가 창업한 이후 현재
제70대 당주인 타나카 마사카즈(田中 雅一)에 이르기까지 창업 당시와 같이 불단(佛檀)
을 중심으로 불교용품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이다.
梅木本種子鋏製作所(Umeki Fontane Basami Seisakujo)는 905년 제1대 당주가
창업한 이래 주로 철제 가위 수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여 현재 제37대 마키
세 요시후미(牧賴義文) 대표에 이르기까지 수제 가위제품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일본
유일의 가위생산업체이다.
大蔵製盆所(Okura Seibonjo)는 제1대 키지시(木地師)가 935년 창업한 이후 목제
그릇(茶器, 접시, 과자 용기 등)을 만들기 시작하여 제50대 키지시(木地師)인 오쿠라 마
코토(大藏 真)에 이르고 있다.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목제 그릇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목제로 된 조각작품까지 제작하고 있다.
大丸あすなる莊(Daimaru Asunarosou)는 일본의 다른 온천여관업종과 같이 969년
제1대 관주(館主)가 창업 이후 현재 제50대 관주인 사토우 요시야스(佐藤 好億)에 이르
기까지 온천여관업종을 지속하고 있다.
中村社寺(Nakamura Syaji)는 970년 제1대 당주가 창업한 이래 현재 당주인 카토우
마사야스(加藤 雅康)사장에 이르기까지 목조 사사(寺社)건축업을 지속해 왔다. 단, 1969
년과 1992년에 들어 일시적으로 운수업종과 부동산개발업종에 뛰어들었다가 2007년
에 정리하고 지금은 본업인 목조 사사(寺社) 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一文字屋和輔(Ichimonjiya Wasuke)는 제1대 당주가 1000년에 창업한 이후 현재
25대 당주인 하세가와 나오(長谷川 奈生)에 이르고 있다. 구멍가게 수준이지만 창업 당
시에 만들어 팔았던 꼬치 떡(아부리모치)을 현재에도 같은 장소에서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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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おみや旅館(Oomiya Ryokan)도 이전의 다른 온천여관 사업체와 같이 1005년 제
1대 오우미야 하치에몬(近江屋 八右衛門) 관주가 창업한 이래 현재 제33대 오우미야 하
치에몬(近江屋 八右衛門) 관주에 이르기까지 창업 시의 온천여관 업종을 지속하고 있다.

Ⅳ. 한ㆍ일 장수기업의 장수요인 분석
1. 장수기업에 대한 기초데이터의 설계와 작성
한ㆍ일 장수기업의 장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데이터의 구조를 앞의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모형도’를 바탕으로 설계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원인조건에 해당
하는 외부환경 요인 3개와 내부여건 요인 4개로 분류하고, 결과에 해당하는 값은 장수
기업의 업력, 즉 존속 기간으로 하였다.
<표 3> 장수요인 분석을 위한 표 형식의 기초데이터 구조
사례
(회사명)

외부환경 요인

내부여건 요인

사회적
상공업에 가계제도의 업종의 혈연승계의 안정성
안정성 대한 수용도
확장성
연속성
정도
중시전략

내부자원
중시전략

존속
기간
(년)

원인조건 가운데 외부환경요인은 한일 양국 간의 비교분석을 전제로 하므로 양국의
합계 값을 100%로 한 상대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였다.
첫째, 사회적 안정성이란 창업 또는 사업의 운영 및 유지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사회, 문화적 안정성의 정도를 지수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평가지표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와 분
석과정의 단순화를 위해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impact)을 미칠 수 있는 전쟁을
대상으로 하되, 내전이나 공격적 전쟁이 아닌 수비적 전쟁, 즉 외세에 의해 침략을 받
아 치러진 전쟁의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 침략을 하거나 내전일 때와 비교해서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전 국토가 유린당하여 생존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계산방식은 양국을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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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SOSTAB(Social Stability) = (TWn-CWn)/TWn
* 단, TWn: Total Number of Wars(양국의 총 전쟁 회수),
CWn: Number of Wars by Country(개별국가의 전쟁 회수).
외세에 의한 전쟁 회수를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침을 받았
다고 할 정도로 독특한 현상을 보인다. ‘유사 이래 993회’ 또는 ‘1,000번 이상의 침략’
등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민족이 침입한 크고 작은
전투나 전쟁의 기록은 931회이지만, 실제 무력충돌이 있었던 전투형태는 200여 차례
라고 한다. 그리고 전 국토가 전쟁의 영향을 받은 전쟁은 20여 회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06).
일본의 경우에는 고려와 조선에 의한 3차례의 대마도 정벌이나 여몽 연합군에 의한
츠시마(對馬島), 하카타(博多), 오키시마(沖島) 정벌이 있었으나 실패로 끝났으므로, 실
제로 일본 전 지역에 영향을 준 외세와의 전쟁은 아니다. 실제로 일본 전 지역에서 전
투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전쟁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군에 의해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가 외세에 의한 전쟁의 회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외침에 의한 전쟁 회수는 20회, 일본의 전쟁 회수는 1회이므로, 한국
의 사회적 안정지수는 (21-20)/21=0.05가 되며, 일본의 사회적 안정지수는 (21-1)/21=
0.95가 된다. 일본의 사회적 안정성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19배 정도 높은 편이다.
둘째, 상공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란 전통적으로 자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업과
공업에 대한 귀천 의식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즉 상업과 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들에 대한 비차별적, 또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인식 정도를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지표를 도입한 이유는 상공업 및 그 종사자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는 수용도가 높을
수록, 즉 귀천 의식이 낮을수록 기업의 존속기간, 즉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은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농공상(士農工商)과 같이 공업과 상업에
대한 차별의식이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테면, 中川圭輔(2018,
204-205)는 그의 연구에서 일본에도 사농공상이라는 신분별 제도가 에도시대에 있었
으나, 이는 한국의 조선 시대처럼 단순히 직업에 대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
니라 직업상의 구분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을 대상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이고 계량적인 비
교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상대 값을 부여하면, 한국은 상공(商工)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가 낮은 0.3으로, 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0.7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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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계(家系)제도의 확장성이란, 가계 구성에 있어서 특히 대를 이을 구성원의
결정 또는 선택에 있어서 비혈연 자를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부계 혈
연이 없을 때 비혈연 또는 의제 혈연(양자나 서양자)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사회문화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 장수기업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회사 또는 가업(家業)은 사업승계에서 이러한 가계제도의 확장성이 적지 않은 영향
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의 경우에는 한국과는 달리 오래전부터 비혈연의 양자나 서양자제도를 폭
넓게 도입하여 정착시켜왔다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 사회의 가계제도 확장성은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0.9, 한국은 크게 낮은 0.3을 부여한다.
다음은 원인조건 가운데 내부여건에 속하는 것으로, 내부여건도 한일 양국 간의 비
교분석을 전제로 하지만, 기업의 수가 다수이므로, 일정한 기준값에 따른 절대값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첫째, 창업업종의 일관성 또는 연속성이란 창업 때의 업종을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
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이다. 연속성의 정도에 따라 1~0사이로 평가하는데, 현
재(2019년 기준)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경우 0.95점 전후, 일시적 또는 일부 변
경이 있을 때 0.75점 전후, 다수의 변화가 있을 때 0.35점 전후, 업종 변경이 심하면
0.15점 전후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둘째, 혈연승계의 정도란 사업승계 때 오직 혈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비혈연 또
는 의제 혈연까지 허용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창업 이후 100% 혈연
에 의한 승계일 때 0.95점 전후, 일부 의제 혈연(양자, 서양자)의 승계도 허용되는 경
우 0.75점 전후, 일부 전문경영인을 포함한 비혈연에 의한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0.35점 전후, 대다수 비혈연에 의한 사업승계가 진행된 경우는 0.15점 전후의 값을 주
기로 한다.
셋째, 사업의 안정성 중시전략이란 전사적이고 장기적인 경영전략 차원에서 성장성
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100%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유지해왔
을 때에는 0.95점 전후의 값을 부여한다. 안정성을 성장성보다 더 중시하는 전략을 추
구할 때는 0.75점 전후의 값을, 성장성을 안정성보다 더 중시하는 전략을 유지할 때에
는 0.35점 전후를 부여하며, 100% 성장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추구할 때에는 0.15점
전후로 값을 준다.
3) 데릴사위는 혼인이 이루어지면 남자가 여자 집에서 살던 혼인 풍습으로 가문의 대는 이을 수 없
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자(養子)는 아들이 없는 집에서 대를 잇기 위해 동성동본 중에서 데려와 기
르는 조카뻘이 되는 남자를 가리키며, 서양자(壻養子)는 사위가 대를 잇는 풍습이지만 부계(父系)
혈통만을 중시한 조선 시대에는 이성(異姓)의 양자는 입적(入籍)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은 보편적으로 이성의 양자를 입적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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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내부자원의 우선전략이란 전략적 자원관리의 관점에서 대외적 신용이나 고객
과 같은 외부자원보다 인재나 기술과 같은 내부자원을 우선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100% 내부자원을 우선시할 때는 0.95점 전후, 외부자원보다 내부자원을 더 우선시할
때는 0.75점 전후, 내부자원보다 외부자원을 더 우선시할 때는 0.35점 전후, 100% 외
부자원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추구할 때에는 0.15점 전후의 값을 준다.
<표 4> 내부여건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점의 내용
평가내용

평점1)

현재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다.

0.95±n

일시적 또는 일부 업종 변경이 있다.

0.75±n

다수의 업종 변경이 있다.

0.35±n

업종 변경이 심하다.

0.15±n

100% 혈연에 의한 승계이다.

0.95±n

의학적 순수혈연

일부 의제 혈연의 승계도 허용한다.

0.75±n

양자, 서양자 포함

일부 비혈연(전문경영인 포함) 승계가 있다.

0.35±n

전문경영인 포함

대다수 비혈연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0.15±n

전문경영인 포함

100% 안정성을 중시한다.

0.95±n

안정성>성장성을 중시한다.

0.75±n

성장성>안정성을 중시한다.

0.35±n

100% 성장성을 중시한다

0.15±n

100% 내부자원(인재와 기술)을 우선시한다.

0.95±n

내부자원>외부자원을 우선시한다.

0.75±n

외부자원>내부자원을 우선시한다.

0.35±n

100% 외부자원(신용과 고객)을 우선시한다.

0.15±n

분류

창업업종의
일관성

혈연승계의
정도

사업의
안정성
중시전략

내부자원
우선전략

비고

* 주1) 단, n<1로 제한함.

단, 이상과 같은 평점부여 시 적용한 ±n 값은 평점 자체가 실측이 불가능한 지표이
기 때문에 평가자의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경험치(經驗値)와 추정치(推定値)를 적
용하기 위해서이다.
위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측정한 기업별 장수요인의 평점과 생존연수를 적용한 기초
데이터를 작성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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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장수요인 분석을 위한 기초데이터
Case ID

External Conditions

Internal Conditions

SOSTAB SOACPT FAMSCAL BIZCONTI BLDSUCC BIZSTAB

INTRES

SURVAGE

KON

0.95

0.70

0.90

0.90

0.85

0.80

0.95

1,442

IKE

0.95

0.70

0.90

0.75

0.95

0.75

0.80

1,433

KEI

0.95

0.70

0.90

0.95

0.85

0.90

0.20

1,315

KOM

0.95

0.70

0.90

0.95

0.95

0.90

0.20

1,303

HOU

0.95

0.70

0.90

0.95

0.95

0.90

0.25

1,302

DEN

0.95

0.70

0.90

0.65

0.85

0.75

0.80

1,214

TAN

0.95

0.70

0.90

0.95

0.95

0.85

0.90

1,135

UME

0.95

0.70

0.90

0.95

0.95

0.90

0.90

1,115

OKU

0.95

0.70

0.90

0.95

0.95

0.90

0.90

1,085

DAI

0.95

0.70

0.90

0.95

0.95

0.90

0.20

1,051

NAK

0.95

0.70

0.90

0.85

0.75

0.70

0.95

1,050

ICH

0.95

0.70

0.90

0.98

0.98

0.95

0.15

1,020

OOM

0.95

0.70

0.90

0.95

0.95

0.90

0.20

1,015

DOO

0.05

0.30

0.30

0.98

0.95

0.25

0.40

124

DON

0.05

0.30

0.30

0.98

0.10

0.30

0.85

123

SHI

0.05

0.30

0.30

0.98

0.98

0.35

0.10

123

WOO

0.05

0.30

0.30

0.98

0.98

0.35

0.10

121

MON

0.05

0.30

0.30

0.75

0.75

0.35

0.70

115

KWA

0.05

0.30

0.30

0.98

0.98

0.70

0.20

115

주：1) Case ID는 기업명의 영문 약칭으로 첫 3글자로 단순화시켰다.
2) 원인조건들의 약칭：SOSTAB(Social Stability), SOACPT(Social Acceptability for Commerce
& Industry), FAMSCAL(Family Scalability), BIZCONTI(Business Continuity), BLDSUCC
(Blood Succession), BIZSTAB(Business Stability), INTRES(Internal Resource), SURVAGE
(Survival Age).

<표 5>의 기초데이터를 Excel 시트에서 Case ID를 기준으로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확장자가 *.CSV인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한 뒤, ‘fc/QCA3.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읽어 들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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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c/QCA3.0’에서 출력된 기초데이터

2. 기초데이터의 진리표 작성과 검토
‘fc/QCA3.0’ 프로그램을 사용한 진리표 작성절차는 다음의 절차와 같이 ‘기초데이
터의 불대수 변환작업’, 기업사례가 없는 ‘원인조건 조합들의 정리’, ‘원인조건 조합들
의 정합성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진리표(眞理表)란 원본 데이터를 원인조건의 ‘유/무’로 변환하여 분류한 표를
의미한다. 그 결과 표의 1행 1행은 조건의 조합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원인조
건이나 결과가 유(有)인 경우에는 그 값을 1로, 무(無)인 경우에는 그 값을 0으로 환산
한다.

1) 기초데이터의 불대수 변환작업
크리스프집합(Crisp Sets)의 진리표 알고리즘(Truth Table Algorithm)을 활용하여
기초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7가지 원인조건(Casual)들의 측정값과 1개 결과(Output)
의 측정값을 불대수4)로 변환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퍼지 집합의 질적비교분석
(fsQCA) 기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0과 1의 2개 값만 존재하는 불대수로 변환하는
4) QCA에서는 0과 1의 2진수로 표현되는 불대수를 논리대수 또는 집합대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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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기초데이터를 불대수로 변환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7가지 원인조건들로 구성
이 가능한 조합의 수가 2의 7승 값으로 계산하여 모두 128개가 생성된다.
<그림 3> ‘fc/QCA3.0’의 진리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출력한 2진수 데이터

2) 원인조건 조합들의 정리
위의 <그림 3>에서 사례가 없는 원인조건의 조합, 즉 사례의 빈도수(number)가 0인
조합들을 진리표에서 정리(제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의 빈도수가 적기 때문
에 빈도수의 경계 값(閾値, threshold)을 1(개)로 하여 사례가 1 미만(사례가 없는)인
원인조건들의 조합을 모두 제거하지만, 사례의 수가 많으면 경계 값을 2로 설정해도
된다.
여기서는 경계 값을 1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원인조건들의 조합에서 7개 조합
만 남기고 나머지 121개 조합은 제거된다.
<그림 4> 7개 원인조건의 조합만 남은 진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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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조건 조합들의 정합성 평가
다음은 7개 원인조건의 조합들이 어느 정도 ‘결과(survage)’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즉 결과에 대한 충분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정합성(consist)
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정합성은 0.7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림 4>의 분석결
과에 따르면 3가지 정합성(raw consist, PRI consist, SYM consist) 값이 모두 1.0
이므로, 위의 7가지 원인조건의 조합들은 ‘결과’에 대해 100% 부분집합에 속하며, 충
분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도수의 경계값을 1, 결과에 대한 원인조건들 정합성의 경계값을 0.8로 지정했을
때의 진리표는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빈도수 및 정합성을 조정한 진리표

위의 <그림 5>에서 ‘survage’ 값이 1인 것은 결과값이 참(True)인, 즉 사례에서 결
과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표의 행 단위로 표현하고 있는 원인조건 조합을 부분집합(충
분조건)으로 하는 결과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3. 진리표 분석(truth table analysis) 시트의 작성과 검토
‘fc/QCA3.0’ 프로그램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분석(standard analysis)’ 옵션을 사용
하여 원인조건이 존재하든(present) 존재하지 않든(absent)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조건
조합들을 표시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대한 빈도수, 정합성, 피복도(被覆度, coverage)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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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복잡해의 출력 시트

1) 표준분석 작업
표준분석 옵션을 사용하여 진리표를 분석하면, 복잡해(complex solution), 간략해
(parsimonious solution), 중간해(intermediate solution) 등 3종류의 분석해(分析
解)가 표시된다. 간략해(簡略解)는 원인조건들의 조합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복잡해(複雜解)나 중간해(中間解)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은데, 이 분석에서는 복
잡해나 중간해가 같은 결과를 표시하므로, <그림 6>과 같이 복잡해만 출력하여 검토하
였다.

2) 복잡해의 결과 검토
복잡해 시트의 구성은 기초데이터 파일(File)의 경로, 진리표 분석 모델(Model), 진
리표의 행수(Rows), 분석(계산) 알고리즘 이름(Algorithm: Quine-McCluskey), 복잡
해(complex solution) 표제, 이 사례에서 실재하는 빈도수의 최소 값(cutoff)과 정합
도의 최소 값(consistency cutoff) 등이 상단에 표시된다.
이어서 분석의 핵심인 ‘원인조건들의 조합’ 4개가 다음과 같이 불대수의 논리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논리식에서 ‘~’는 ‘부재(不在)’를, ‘*’는 ‘and’, ‘+’는 ‘or’의 의미를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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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SOSTAB*~SOACPT*~FAMSCAL*BLDSUCC*~BIZSTAB*~INTRES
식(2). ~SOSTAB*~SOACPT*~FAMSCAL*BIZCONTI*BLDSUCC*~INTRES
식(3). ~SOSTAB*~SOACPT*~FAMSCAL*BIZCONTI*~BIZSTAB*INTRES
식(4). SOSTAB*SOACPT*FAMSCAL*BIZCONTI*BLDSUCC*BIZSTAB
논리식 오른쪽에는 각 조합에 해당하는 조피복도(raw coverage), 고유피복도(unique
coverage), 정합도(consistency)를 계산하여 표시하고 있다.
하단에는 복잡해 4개 조합 전체의 피복도(solution coverage)와 정합도(solution
consistency) 값을 계산하여 나타내고 있다.
각 조합단위의 정합도나 조합 전체에 해당하는 해정합도는 모두 1이므로 원인조건의
조합들은 모두 결과에 완전한(100%) 부분집합에 속하며 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피복도는 원인조건 조합(집합)들이 결과(집합) 속에 차지하는 비율, 즉 원인조건들의
조합이 결과를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결과에 대한 개별 원인조건 조합의 점유율
(비율)이 0.000031~0.000578 범위 안에 있으며, 전체에 해당하는 해피복도도 0.00081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상당히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낮은 이유는 원인조건에
해당하는 변수항목들이 일반 사례분석보다 많아 원인조건들의 조합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즉, 논리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모든 조합의 숫자에 비해 4개의 조합만
유의한 조합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4. 진리표 해석을 통한 한ㆍ일 장수기업의 비교분석
1) 진리표 해석
QCA기법에서 진리표의 해석단계는 원인조건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들을 조합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형식은 다음과
같이 대수식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위의 4가지 식을 부분집합의 형태인 집합 대수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식(1). ~SOSTAB*~SOACPT*~FAMSCAL*BLDSUCC*~BIZSTAB*~INTRES≤
SURVAGE
식(2). ~SOSTAB*~SOACPT*~FAMSCAL*BIZCONTI*BLDSUCC*~INTRES
≤SUR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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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 ~SOSTAB*~SOACPT*~FAMSCAL*BIZCONTI*~BIZSTAB*INTRES≤
SURVAGE
식(4). SOSTAB*SOACPT*FAMSCAL*BIZCONTI*BLDSUCC*BIZSTAB≤
SURVAGE
동시에, 인과경로를 나타내는 논리 대수식으로 변경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식(1). ~SOSTAB*~SOACPT*~FAMSCAL*BLDSUCC*~BIZSTAB*~INTRES→
SURVAGE
식(2). ~SOSTAB*~SOACPT*~FAMSCAL*BIZCONTI*BLDSUCC*~INTRES
→SURVAGE
식(3). ~SOSTAB*~SOACPT*~FAMSCAL*BIZCONTI*~BIZSTAB*INTRES→
SURVAGE
식(4). SOSTAB*SOACPT*FAMSCAL*BIZCONTI*BLDSUCC*BIZSTAB→
SURVAGE
최종적으로 이상의 4개 인과경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그림 6> 인과경로의 분석결과
Cause and effect

External Condition

Internal Condition

SURVAGE

~SURVAGE

P1

A1

A2

A3

SOSTAB

high

low

low

low

SOACP

high

low

low

low

FAMSCAL

high

low

low

low

BIZCONTI

high

high

high

BLDSUCC

high

high

BIZSTAB

high

low

INTRES

low

high
low
low

high

2) 한ㆍ일 장수기업의 비교분석
위의 <그림 6>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P1의 경우에는 1,000년 이상 장수한 기업(SURVAGE)은 사회적 안정성(SOSTAB),
상공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SOACPT), 가계제도의 확장성(FAMSCAL) 등이 높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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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사업의 연속성(BIZCONTI)과 혈연승계의 정도(BLDSUCC)가 높으며, 사업의 안
정성(~BIZSTAB)도 우선시한다는 의미이다.

A1의 경우에는 1,000년 미만의 장수기업(~SURVAGE)은 낮은 사회적 안정성
(~SOSTAB), 상공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도(~SOACPT), 낮은 가계제도의 확장성
(~FAMSCAL)과, 높은 혈연승계의 정도(BLDSUCC), 사업의 안정성(~BIZSTAB)과 내
부자원(~INTRES)을 우선시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A2의 경우는 1,000년 미만의 장수기업(~SURVAGE)은 낮은 사회적 안정성(~SOSTAB),
상공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도(~SOACPT), 낮은 가계제도의 확장성(~FAMSCAL)
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의 연속성(BIZCONTI)과 혈연승계의 정도(BLDSUCC)는 높으
며, 내부자원(~INTRES)을 우선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A3의 경우에도 1,000년 미만의 장수기업(~SURVAGE)은 낮은 사회적 안정성(~SOSTAB),
상공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도(~SOACPT), 낮은 가계제도의 확장성(~FAMSCAL)
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의 연속성(BIZCONTI)과 내부자원(~INTRES)은 중요시하지
만 사업의 안정성(~BIZSTAB)은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림 6>에서, P1에 해당하는 기업은 콘고구미(金剛組)를 비롯하여 일본의 장수기업
13개 사며, A1에 속하는 기업은 한국의 두산그룹과 신한은행이다. A2에 해당하는 기
업은 우리은행과 광장주식회사이며, A3에 적용되는 기업은 동화약품과 몽고식품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1,000년 이상 장수를 한 일본의 장수기업들이 장수하게 된 요
인들 가운데, 외부환경 요인에 속하는 사회적 안정성과 상공업에 대한 수용도, 그리고
가계제도의 확장성이 한국기업들에 비해 높았고, 기업의 내적 요인에 속하는 창업업종
의 연속성과 혈연승계의 정도가 높고 사업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였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단, 7가지 원인조건들 가운데 내부자원을 우선시하는 전략은 일본 장수기업이라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유일하게 원인조건 조합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장수기업들은 3가지 유형의 패턴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
교롭게도 분석대상이었던 6개 기업 중에 2개씩 서로 다른 장수요인들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6개 기업의 공통적인 장수요인은 사회적 안정성, 상공업에 대한 수용
도, 가계제도의 확장성인데, 이 3가지 장수요인들 또한 공통적으로 일본 장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기업별로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본의 장수기업과 같이 높은 요인
들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혈연승계의 정도나 창업업종의 지속성, 내부자원을 중시하는
전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내부자원을 우선시하는 전략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본의 장수기업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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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한국의 장수기업 모두에게 공통되는 원인조건의 하나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창업 1000년 기업이나 한국의 창업 100년 기업이나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장수요인만 갖춘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수요인 집합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서로 다르지만, 최소한 6가지 장수요인들이 결합
해야 만 장수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이 종전의 전통
적 사례연구방식이나 실증적 연구 등에서 얻기 어려운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Ⅴ. 결 론
그동안 장수기업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장수요
인을 찾는 사례연구를 수행해 왔지만, 연구주제의 특성상 제한된 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방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장수기업에서 나타나는 장수요인들을 단순히 열거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정성적 분석에
편중된 한계점을 보였다.
이 연구논문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정성적 분석방법에 정량적 분석방법을
접목한 QCA 기법을 도입하여, 독자적으로 설계한 분석모형을 통해서 한국의 ‘창업
100년 장수기업’ 6개사와 일본의 ‘창업 1000년 장수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장수요
인들을 상호비교하는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 도출된 다양한 장수요인들 가운데
‘사회적 안정성’, ‘상공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가계제도의 확장성’이라는 3가지 외
부환경적 장수요인과, ‘사업의 연속성’, ‘혈연승계의 정도’, ‘사업 안정성 중시전략’, ‘내
부자원 우선전략’ 이라는 4가지 내부여건적 장수요인을 원인조건으로 설정한 뒤, 이러
한 7가지 원인조건들이 결과에 해당하는 장수기업의 ‘생존연수’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
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QCA의 전용 툴(프로그램)인 ‘fc/QCA3.0’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초
데이터의 설계와 작성, 기초데이터의 진리표 작성과 검토, 진리표 분석시트의 작성과 검
토, 진리표 해석을 통한 한ㆍ일 장수기업의 비교분석이라는 일련의 분석과정을 밟았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친 결과, 한ㆍ일 장수기업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 장수기업에는 장수요인들의 3가지 조합이 존재하는 반면, 일본 장수기업
에는 한국의 장수기업과는 달리 장수요인들의 1가지 조합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분석대상인 일본의 장수기업들은 외부환경적 장수요인에 속하는 사회적 안정성, 상
공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가계제도의 확장성이 모두 높으면서, 동시에 내적 장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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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속하는 창업업종의 연속성, 의제혈연을 포함한 혈연승계의 정도, 안정성 중시전략
의 정도가 모두 높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 일본 장수기업과는 달리 한국의 장수기업들에는 장수요인들의 3가지 조합이
존재하는데, 이들 3가지 조합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장수요인들의 조합으로는 사회적
안정성, 상공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가계제도의 확장성이라는 3가지 요인들이 도출
되었다. 물론 이러한 장수요인들이 생존연수에 미치는 정도나 수준은 일본 장수기업들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시사점은 결과값인 장수기업의 생존연
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 즉 장수요인은 1대 1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장수요인(원인조건)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복합적 형태로 영향
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종전의 정성적 사례연구나 정량적 실증분석 등
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한
계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첫째,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한국 장수기업과 일본 장수기업의 생존연수가 10배 이상
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선행연구의 결과로부터 장수요인들을 선별하여 원인조건으로 설정할 때와 장
수요인별 평점을 부여할 때, 그 범위나 해석에서 제한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를 수밖
에 없었으며, 또한 경험치와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후 생존연수
가 유사한 장수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원인조건에 해당하는 장수요인들을 선정할
때 보다 치밀한 작업과, 평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준이나 실측 데이터의 수집 등이 필
요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다양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상 국가를 확장하고 장수요인들의
숫자도 증가시켜 csQCA(crisp sets QCA)기법이 아닌, fsQCA(fuzzy sets QCA)나
mvQCA(multi-value QCA)와 같은 기법을 도입하여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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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

김덕중ㆍ임외석

QCA기법을 이용한 한ㆍ일 장수기업의 장수요인에 관한 비교분석

참고문헌
안세연ㆍ조동성(2011), 창업이념의 각인 효과와 기업의 장기 생존에 대한 탐색적 고
찰,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서울대학교 장수기업연구센터, 14(2), 25.
임외석(2018), 세계 초장수기업들의 장수요인에 대한 사례연구-창업천년 일본기업 3
사를 중심으로, 경영사연구, 33(4), 161.
정후식(2008), 일본기업의 장수요인 및 시사점, 한은조사연구.
국사편찬위원회(2006), http://www.history.go.kr/front/addservice/faq/viewFaq
Board.jsp?pBbsCode=35890&pTotalRow=2&pNoCount=220&pCurrentP
age=2&pPageLine=10&pSearchDivi=00&pSearchType=00&pSearchWor
d=&pSearchType=00(2006.07.25. Download).
나무위키(2020), 신한은행, https://namu.wiki/w/%EC%8B%A0%ED%95%9C%E
C%9D%80%ED%96%89(2020.03.11. Download).
, 우리은행, https://namu.wiki/w/%EC%9A%B0%EB%A6%AC%EC%
9D%80%ED%96%89(2020.03.11. Download).
, 「조흥은행」, https://namu.wiki/w/%EC%A1%B0%ED%9D%A5%E
C%9D%80%ED%96%89(2020.03.12. Download).
중앙일보 온라인(2016), 은행이름 변천사, 하나은행이 우리은행 될 뻔, https://new
s.joins.com/article/19931100(2020.05.24. Download).
한국은행조사국, 2008-13(2008.05), 20-45, https://www.bok.or.kr/portal/bbs/
P0000537/view.do?nttId=132052&menuNo=200436&pageIndex=5(2019.
10.25. download)
Arie de Geus, A.(1997). The Living Compan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9.
Collins, J. C. & J. I. Porras(1994). Built-to-Last, New York, Curtis Brown.
泉谷涉(2007), 「100年企業, だけど最先端, しかも世界一」, 東京: 亜紀書房.
今村英明(2010), “共生型の共進化モデル試論”, 「イノベーションㆍマネジメント硏究」, 信
州大学経営大学院, 1(6), 2-7, https://core.ac.uk/download/pdf/14876786
6.pdf(2018.08.10. download).
大分縣中小企業診斷士協會(2013), 「長寿企業の事業展開に關する調査硏究」, http://www.
oita-smeca.com/wp/wp-content/uploads/h24_longlife_report2.pdf(2019.
11.14. Download)

- 107 -

｢경영사연구｣ 제35집 제2호(통권 94호)

2020. 5. 31, pp. 83~111.

神田良ㆍ淸水聰ㆍ北出芳久ㆍ岩崎尙人ㆍ西野正浩ㆍ黑川光博(2000), 「企業不老長寿の秘決」,
白桃書房, 56-57.
グロ-ビス経営大学院(2014), 「創業三OO年の長寿企業はなぜ栄え続けるのか」, 東京: 東
洋経済新報社.
後藤俊夫(2020), 「企業の長寿生指標について＿生存率指標の導入と実証的分析」, https:/
/www.jstage.jst.go.jp/article/taaos/1/1/1_66/_pdf/-char/ja(2020.03.09.
Download).
佐藤芳直(2004), 「100年企業を創る経営者の条件」, 東京: 大和出版.
田久保善彦(2014), 「創業300年の長壽企業はなぜ榮え續けるのか」, グロービス経営大学院,
東京: 東洋経済新報社.
田中 史人(2012), “企業の寿命と長寿企業に関する一考察”, 「商学論纂」, 中央大学, 53(5
ㆍ6), 427-458.
田村正紀(2016), ｢經營事例の質的比較分析-スモールデータで因果を探る｣, 白桃書房.
帝国データバンク(2019), 「特別企画: ‘老舖企業’の実態調査(2019年)-業歷100年以上の
‘老舖企業’, 全国に約3万3,000社」,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
/press/pdf/p190101.pdf(2019.08.22. download).
東京商工会議所(2015),

「長寿企業の訓え-長寿企業における変革ㆍ革新(イノベーション)

活動」, https://www.tokyo-cci.or.jp/file.jsp?id=56267(2018.08.09. down
load).
中川圭輔(2018), “韓国の社会事情と職業倫理に関する予備的考察”, 「アジア経営研究｣, 24,
2018, 199-212.
日経ビジネス編(1989), 「会社の寿命-盛者必衰の理」, 東京: 新潮社.
林侑輝ㆍYuki HAYASHI(2018), 「企業の長寿と第二創業_質的比較分析（QCA）を用い
た戦略論的考察」, https://www.jstage.jst.go.jp/article/taaos/7/2/7_117/_
pdf/-char/en(2020.03.09. Download).
, 「長寿企業の存亡を分けた戦略的条件」, https://www.j
stage.jst.go.jp/article/abjaba/89/0/89_F22-1/_pdf(2020.03.09. Download).
半田純一(2004), 「100年企業の硏究」, 東京: 東洋経済新報社.
森下あや子(2013), 「拡大成長から持続可能な経営へ＿長寿企業と生物組織の共通点の視
点から」,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asmin/2013s/0/2013s_93/_
pdf(2020.03.09. Download).
森大輔(2010), 「ファジィ集合質的比較分析(fsQCA)」, http://park18.wakwak.com/~
mdai/qca/resource/miscellaneous/QCAhousya.pdf(2020.03.09. Download).
- 108 -

김덕중ㆍ임외석

QCA기법을 이용한 한ㆍ일 장수기업의 장수요인에 관한 비교분석

安田 龍平ㆍ板垣 利明(2006), 「老舗の強み」, 東京: 同友舘.
慶美(2014), 「韓食生活」, http://www.kansyoku-life.com/2014/03/2530.html(2020.
03.12. Download).
横澤利昌(2000), 「老舗企業の研究」, 東京: 生産性本部, 1-56.
The Sankei News(2019), 「世界最古の宿ㆍ西山温泉「慶雲館」, 元運営会社が特別清算
開始」, https://www.sankei.com/region/news/190119/rgn1901190006-n
1.html(2020.03.12. Download).
Hoshi Website(2020), 「法師の始まり」, https://www.ho-shi.co.jp/(2020.03.16.
Download).
Yamanashi Kankou(2019), 「ギネス認定「世界最古の宿」千三百年の歴史を誇る秘境温
泉 慶雲館」, https://www.yamanashi-kankou.jp/special/keiunkan2019.h
tml(2020.03.12. Download).
Wikipedia(2020),「몽고식품」, https://ko.wikipedia.org/wiki/%EB%AA%BD%E
A%B3%A0%EC%8B%9D%ED%92%88(2020.03.11. Download).

- 109 -

｢경영사연구｣ 제35집 제2호(통권 94호)

2020. 5. 31, pp. 83~111.

A Comparative Study on Longevity Factors of Korean
and Japanese Longevity Companies Based on QCA
5)

Deuk-Joong Kim*ㆍUe-Seok Lim**

Abstract
Japan has the largest number of longevity companies founded over 100
years ago in the world. Based on the research environment of Japan, which
has many longevity companies, many Japanese scholars have conducted various
case studies on longevity factors. Many researchers outside of Japan have also
conducted research on longevity companies.
However, as a representative limitation of most case studies, it is that they
are simply listing long-lived factors in longevity companies. In other words,
they only explain the one-to-one relationship between longevity factors and
longevity companie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analyzes which
combination of longevity factors affects longevity companies and what differences
are between Korean longevity companies and Japanese longevity companies
in the combination of longevity factors.
In order to carry out these research objectives for longevity companies in
Korea and Japan, we adopted a method called QC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at combines a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represented by empirical
research and a qualitative analysis method represented by exploratory case studies.
As a result of analyzing by this metho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three
combinations of longevity factors in Korean longevity companies, but only
one combination of longevity factors in Japanese longevity companies.
In more detail, Japanese longevity companies had high social stability,
social acceptability for commerce & industry and scalability of family line
system belonging to external environmental longevity factors, and high continuity
of business type, level of succession by blood ties including fictitious blood
ties and stability-oriented strategy belonging to internal longevity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ree combinations of longevity facto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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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ongevity companies, and there are three common longevity factors in
these three combinations: social stability, social acceptance of commerce &
industry, and scalability of family line system. But the degree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Japanese longevity companies.
This study is a case study by introducing a QCA method that is difficult to
find in the field of domestic business administration. In this respect,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provide many researchers with a motivation
to challenge new research methods.
<Key Words> Longevity Company, Longevity Factors, Case Study,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Combination of Caus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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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1940년대 민수부문의 정비ㆍ전용에 따른 군수부문의 생산력 확충을 목적으
로 설립된 기업정비 특수법인 조선중요물자영단이 담당했던 온유비업(鰮油肥業), 정미업,
소주양조업에 대상으로 하는 기업정비의 활동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종래 1940년대 식민
지 군수동원과 기업정비정책을 검토했던 선행 연구는 1930년대 조선 공업화 연구와의 논
리적 모순, 기업정비 활동 및 성과의 민족별 편향, 대담한 연구 가설 등 결코 간과하기
곤란한 이론과 실증의 괴리를 갖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산업사 차원에서 기업정비 3대
업종 혹은 조선인 자본 3대 업종의 발흥과 성장, 기업정비의 실태와 성과, 기업정비에 따
른 자본의 민족별 충격을 실증 분석하였다.
<주제어> 기업정비정책, 조선중요물자영단, 온유비업(鰮油肥業), 정미업, 소주양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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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43년 말 조선총독부는 일본 국내로부터 기업정비정책의 영향, 통제경제의 강화,
운송력 제약 등 전시경제의 불가역적인 변화에 직면하면서 종래 ‘유지ㆍ육성’의 중소상
공업정책을 ‘정비ㆍ육성’의 기업정비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수부문(경
공업)의 정비ㆍ전용에 따른 군수부문(중공업)의 생산력 확충을 의도한 기업정비정책은
(1) 미완성 혹은 유휴 산업설비의 매수ㆍ보유ㆍ활용ㆍ알선, (2) 상공업 전폐업자의 자
산 매수ㆍ보유ㆍ활용ㆍ알선, (3) 금속류 회수 및 목조선의 매수ㆍ매도ㆍ보유사업이었
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기업정비 특수법인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의 ‘조선중요물
자영단’을 설립하였다. 1944년 3월 이래 조선중요물자영단은 제1~2차 63개 업종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기업정비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조선중요물자영단의 기업정비 활
동과 성적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1944년 말 당시 기업정비 대상
업종도 온유비업(鰮油肥業), 정미업, 소주양조업에 한정되었다. 1940년대 식민지 군수
동원과 기업정비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식민지기 조선의 경제개발은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개발이었고, 조선
인은 단지 일본인 자본의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개발 없는 개발’을 주장하는 허수열의
연구이다. 같은 연구는 1943년 말 기업정비 대상 업종과 자본의 민족별 공장수를 추계
해서 “기업정비는 조선인 공장과 일본인 공장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었지만, 그 중에서
도 조선인 기업이 받은 타격이 더욱 격심”1)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연구는 조선중요
물자영단의 1944년 2/4반기 성적에 한정하면서도 이후에도 당초 계획과 같이 기업정
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는 대담한 가정에 기초한다. 허수열의 주장은
1930년대 식민지 개발의 들러리에 불과했던 조선인 자본을 “기업정비의 주역’으로 파
악함으로서 당초 주장과도 상반되는 논리적 모순을 초래하였다. 요컨대, 1944~45년
기업정비에 따른 자본의 민족별 충격을 문제로 삼고자 한다면, 산업사 차원의 구체적
인 논의가 불가결하다.
둘째, 1940년대 기업정비정책을 제국주의사 관점에서 검토한 김인호의 연구이다.2)
같은 연구는 1940년대 일제가 추진한 기업정비정책을 ‘내핍에 의한 동원’이라는 식민
지 조선에서의 가혹한 잉여 수탈정책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기업정비정책의 충격은 침
략전쟁에 편승해서 성장한 조선인 영세자본에게 결정타였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실증과 관련해서는 1943~44년도 업종별 전력수용호의 감소율(52%)을 곧바로 기업정
비율로 환산해서 조선인 자본의 파탄ㆍ몰락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영세성과 가내성을
1) 허수열(2005), 「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226.
2) 김인호(199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화 연구」, 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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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조선인 자본의 존재 양태를 고려하면, 과연 전력수용호 전부를 조선인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더구나, 기업정비의 대상이 자본의 민족별
구분에 입각했던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일본인 자본을 포함하는 산업사 차원의 논의가
긴요한 상황이다.
셋째, 1943년 12월 기업정비정책의 특수법인 조선중요물자영단을 대상으로 식민지
군수동원과 기업정비정책을 검토한 정안기의 연구이다.3) 같은 연구는 (1) 1943년 6월
이래 조선총독부가 추진했던 기업정비정책의 입안 경위와 제도정비의 실상, (2) 조선중
요물자영단의 사업구조와 자금조달 그리고 정부지원, (3) 1944년 말 조선중요물자영단
의 기업정비 활동과 실적을 당초 계획과 비교ㆍ검토하였다. 같은 연구는 조선중요물자
영단의 설립ㆍ활동ㆍ성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했다는 연구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 연구에 치중하면서 기업정비정책의 구체적인 실상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정비와 관련한 산업사 차원의 실증 연구를 과제를 남기고 있다.
1940년대 식민지 군수동원과 기업정비정책을 검토한 선행 연구는 1930년대 조선공
업화론과의 논리적 모순,4) 기업정비 대상의 민족별 편향성, 대담한 연구가설 등 결코
간과하기 곤란한 이론과 실증의 괴리를 특징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산업사 차원에서
식민지기 조선인 자본 3대 업종 혹은 기업정비 3대 업종으로 알려진 온유비업, 정미업,
소주양조업을 대상으로 기업정비의 실상과 충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5) 주요 논점은
기업정비 3대 업종의 발흥과 성장, 기업정비의 구체적인 실상, 기업정비 3대 업종의
자본별 민족별 충격이다. 활용 자료는 일본공문서관이 소장하는 폐쇄기관자료군 가운
데 「조선중요물자영단」과 발행 잡지였던 「물자영단」 그리고 산업사 자료를 새롭게 발
굴해서 활용한다. 이 연구는 상대적인 연구 공백기로 남아 있는 1940년대 한국 경제사
연구의 축적과 심화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온유비업
우선, 온유비업은 기업정비 3대 업종의 가운데 하나였다. 이하에서는 온유비업의 발
흥ㆍ성장과 기업정비의 실상 그리고 기업정비에 따른 자본의 민족별 충격을 구체적으
로 분석한다.

3) 정안기(2017), “1940년대 식민지 군수동원과 기업정비”, 「한일경상논집」, 99-136.
4) 김낙년(2003), 「일제하의 한국경제」, 해남; 堀和生(1995),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 有斐閣.
5) 여기서 ‘기업정비 3대 업종’은 1944년 12월 조선중요물자영단이 생산한 내부자료에서 확인되는
업종을 가리킨다. 朝鮮重要物資營團(1944), 「第三ㆍ四半期 事業實施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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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어리 어업
1941년도 조선 수산업의 수산총액은 어획량 170만 톤과 어획가액 3억 5,800만 원
을 기록하였다. 같은 성적을 1910년 당시 어획량 9만 8,000톤과 어획가액 942만 원
과 비교하면, 어획량 17배와 어획가액 32배의 비약적인 증가를 시사한다.6) 조선 수산
업의 급격한 성장은 조선 특유의 해안 지세와 한난 기류에 따른 정어리, 고등어, 명태
등 풍부한 어업자원의 회유(回遊)가 일본 어업자본의 적극적인 조선 진출과 왕성한 수
산개발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7)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 수산업은 연안의 정치망 어업과 각종 범선어업이 중심이었
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 발동기관이 보급하면서 각종 기선어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
었다.8)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40~60톤의 선체와 130~200마력의 기선건착망 어업
의 발흥은 조선 수산업 발전의 일대 전환이었다. 그래서 어업 방식도 범선자망, 기선자
망, 기선정치망, 기선건착망으로 세분화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기선어업이 수산총액의
5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1940년 수산총액 1억 7,500만 원 가운
데 3대 어종은 정어리(36%), 명태(10%), 고등어(5%)였다.
정어리 어업은 1930년대 전반 기선건착망 어업의 함께 본격적으로 발흥하였고, 일
본의 어획량을 상회하는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1937년도 정어리 어획량은 130
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해황(海況) 변조와 정어리
어군의 회유 격감으로 어획량도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1940년도 정어리 어획량은 51
만 톤이었고, 이는 1937년도 어획량의 약 10%에 불과한 것이었다. 1942년도에 이르
러 정어리 어업은 사상 초유의 불황에 직면하였다.
실제로, 정어리 어업은 소규모 경영의 유자망과 대규모 경영의 기선건착망으로 구분
되었다. 그렇지만, 어획량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은 기선건착망이었다. 정어리 어업
의 민족별 구성으로 보면, 조선인은 주로 무동력 범선유자망 어업의 영세경영이었던
반면, 기선건착망 어업은 대규모 일본인 어업자본의 근대적 경영이었다.9) 실제로,
1941년 말 정어리 어업에 종사하는 도별 어선의 종류와 척수는 <표 1>과 같았다. 범선
자망이 전체의 약 72%, 함북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정어리 어업은 “대부분 일본인 경영이었고, 그 최성기에도 조선인은 함북에서 약 1
할, 동해에서 약 2할에 불과”10)하였다. 더욱이 “자망어업의 대부분은 조선인 영세 어
6)
7)
8)
9)
10)

朝鮮鰯油肥製造業水産組合聯合會(1942), 「油肥年鑑」, 1.
김수희(2010),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岡信俠助(1943), “朝鮮水産業の指導體制”, 「朝鮮」, 337.
박구병(1978), “한국 정어리 어업사”, 「부산수대논문집」, 21.
吉田敬市(1954),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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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었고, 어장도 비교적 근거리”11) 조업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1938년 이래 일본인
어업자본은 회유하는 정어리 어군 탐색을 위해 비행기와 무선기를 활용하는 등 근대적
인 어로(漁撈)방식을 채용해서 높은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표 1> 1941년 말 정어리 어업과 온유비업

어업

구분

함북

범선자망(척)

1,555

978

315

269

195

3,312

기선자망(척)

170

216

130

173

20

709

기선건착망(척)

123

180

149

140

6

598

1,848

1,374

594

582

221

4,619

제조업자(명)

570

390

835

215

277

2,287

공장개소(개소)

584

387

745

218

232

2,166

가마솥(枚)

3,449

2,220

3,509

1,092

670

10,940

수착압착기(대)

11,530

10,972

14,686

4,280

1,637

43,105

수압압착기(대)

702

218

24

-

-

944

프레스기(대)

57

7

5

-

-

69

저유조(개)

98

45

14

5

2

164

유비창고(동)

568

409

1,063

231

254

2,525

합계

온유
비업

함남

강원

경북

경남

합계

출처：朝鮮鰯油肥製造業水産組合聯合會(1942),『油肥年鑑』.

그러나 1942년 이후 정어리의 회유 격감과 중유를 비롯한 어로자재의 배급통제를
배경으로 정어리 어업은 중유 사용이 불필요한 연안 정치망과 범선자망에 한정되면서
기선건착망 어업의 조업 단축과 어선의 유휴화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1942년 5월 조
선총독부는 “정어리 건척망 50통 폐업”12)이라는 이른바 ‘조선수산신체제 확립요강’을
공포해서 건착망 어업의 축소와 재편을 추진하였다.13) 반면, 정치망과 범선자망의 정
어리 어업에 대해서는 수산식량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보다 장려하게 되었다.
11) 吉田敬市(1954),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345.
12) 1통(統)은 본선 1척, 선조선(先漕船) 1척, 운반선 4척의 구성으로 1개의 선단(船團)을 구성하였다.
朝鮮總督府(1943), 「朝鮮」, 337.
13) 朝鮮殖産銀行調査部(1942), 「殖銀調査月報」,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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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유비업
온유비업은 특정 어장에서 기선건착망 본선이 정어리를 어획하면, 운반석이 어획한
정어리를 어획의 본거지로 운반한다. 이후 정어리는 원심분리기를 갖춘 대규모 공장으
로 운반되었고, 정어리의 자비(煮沸)과 압착(壓搾) 등 가공을 거쳐 기름과 유박(油粕)으
로 분리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온유비제조업은 정어리 어업의 활황을 배경으로 어로ㆍ
운반ㆍ가공을 포함하는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한 근대적인 수산가공업이었다.
온유비업은 구식의 수착공장과 최신예 기계공장으로 양분되었다. 기계제 자숙(煮熟)
법은 구식의 태양열 건조가 아닌 열기와 증기건조, 압착설비도 조선식 목동(木胴)압착
식이 아닌 철동(鐵胴)압착, 탈수와 탈지작업도 보다 효율성이 높은 수압식이었다. 자숙ㆍ
압착ㆍ건조ㆍ분쇄로 이어지는 설비의 대규성과 고능율을 자랑하는 온유비 공장은 그
대부분이 함북 청진에 입지하였다.14) 이들 공장의 가공설비는 당시 미국으로부터 도입
한 최신예 설비였고, 일본의 온유비업을 압도하는 가공능력을 발휘하였다.
가공과 정제 공정을 거친 온유비는 유조탱크에 저장되었고, 필요에 따라 유조선(油槽
船)을 실려서 목적지로 운송되었다. 온유비는 각종 유지공업의 원료 혹은 대체원료였
다. 정어리 착유는 식용유지, 글리세린, 비누, 양초, 윤활유, 도료, 인조버터, 화장품 등
각종 화학제품의 원료였다. 반면, 정어리 착박은 식용, 비료, 사료 등으로 널리 수요되
었다.15) <표 2>와 같이 착유, 착박, 어분으로 구분되었던 온유비업은 1930년대 전반
급격한 증가세로 기록하면서 1940년 말 1억 1,504만 원의 생산가액을 기록하였다.
온유비 공장은 동해 연안을 따라 건설된 주요 어항에 입지했고, 대소 약 2,000개소
를 헤아렸다. 대부분은 가족노동을 활용한 영세공장이었다. 이는 온유비업이 당초 범선
자망 어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가공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발흥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동해안 8백 해리 연안에는 소규모 정어리 유비공장이 도처에 입지하였다. 이들 소규
모 어항은 주로 조선인 유자망 어업의 근거지였고, 구식 제조법에 의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온유비 제조의 근거지”16)의 실상이었다.17)
반면, 1930년대 후반 동양 최대의 수산도시이자, ‘온유비 왕국’으로까지 회자되었던
함북 청진에는 대소 137개소에 달하는 온유비 가공공장이 입지하였다.18) 이 가운데
14)
15)
16)
17)
18)

吉田敬市(1954),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350.
岡信俠助(1943), “朝鮮水産業の指導體制”, 「朝鮮」, 337.
吉田敬市(1954),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338.
淸津商工會議所(1944), 「淸津商工會議所史」, 182-193.
정어리 어업의 성황에 따라 청진의 어항 개수가 매년 급속히 진행되면서 동해안 정어리 어업량
의 과반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어기(漁期)중에는 건착망 혹은 유자망을 비롯해서 각종 어선과
운반선이 항내를 가득 메웠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각종 어항설비와 함께 육상에는 유지공장
과 통조림공장 등 대소 수산공장, 창고, 저유소, 수산검사소, 각종 수산단체 등 사무소가 밀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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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소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신예 가공설비를 갖춘 일본인 어업자본이 소유하는
대규모 공장이었다. 1943년 말 온유비제조업은 기계공장 33개소와 수착공장 1,285개
소의 합계 1,328개소였고, 투자총액도 2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었다.
<표 2> 조선의 정어리 어획량과 온유비 생산량

년도

정어리
어획가액

1914

1,852

1918

4,043

1922

(단위: 천원)

온유비 생산가액
착유

착백

-

어분

합계

115

-

115

75

257

-

332

4,742

52

204

-

256

1926

8,930

1,548

3,064

-

4,612

1930

3,519

2,848

3,024

-

5,872

1931

4,632

3,036

4,682

-

7,718

1932

3,134

2,651

3,692

94

6,437

1933

5,483

4,924

6,575

76

11,575

1934

8,480

6,758

7,167

1,012

14,937

1935

16,386

18,214

14,775

2,438

35,427

1936

25,058

28,358

19,705

3,517

51,580

1937

31,936

30,483

28,566

9,625

68,674

1938

21,619

20,737

24,128

13,665

58,530

1939

52,580

35,564

41,868

19,364

96,796

1940

64,222

47,538

44,793

22,708

115,039

출처：朝鮮鰯油肥製造業水産組合聯合會(1942), 『油肥年鑑』.

1940년 말 온유비 공장과 설비는 앞서 <표 1>과 같이 강원이 최고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온유비 생산액은 함북 60%, 강원 23%, 함남 14%의 비중이었다. 공장과 설비
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강원이 온유비 생산가액에서 과소했던 것은 조선인 자본을 중심
으로 하는 영세공장이 밀집했기 때문이었다. 1930년대 조선 수산업 발전을 견인했던
온유비업은 “한 줌의 일본인 어업자”19)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41년
였다. 당시 청진항은 동양 굴지의 일대 어항이자 혹은 수산도시로 발전하였다. 朝鮮鰯油肥製造業
水産組合聯合會(1940), 「朝鮮の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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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어리 회유의 격감과 중유 공급의 배급통제는 일본인 기선건착망 어업과 함께
온유비업 쇠퇴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3. 기업정비
1943년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인 정어리 회유조사를 실시해서 불황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온유업의 부진 때문에 최근 3년간 대부분 휴업상태”20)라는 지적과 같이 장래에
도 정어리 회유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44년 1~2월에 걸쳐 조선중요물자영단
과 관계단체(조선수산업회, 어유비제조업수산조합, 어업조합연합회)는 주요 공장과 설비
의 실지조사와 자산평가를 실시해서 본격적인 자산 매수에 착수하였다.21) 기계공장의
평균 매수자산 평가액은 약 6만 원이었고, 수착공장은 약 1만 6,000원이었다.
1944년 3월 이래 온유비업의 기업정비는 조선총독부 산하 기업정비위원회 온유비제
조업부회가 담당하였다. 부회는 조선지역 온유비공장 1,293개 공장 가운데 75%에 상
당하는 883개 공장을 정비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410개 공장을 유지한다는 방
침이었다.22) 같은 방침에 따라 조선온유비연합회과 온유비제조업수산조합은 조선중요
물자영단의 기업정비에 적극 협력하였다. 정비 대상의 공장 설비는 보일러, 어양기, 저
유탱크, 건조기, 착유기, 기타 제기계, 건물 등이었다. 조선중요물자영단은 이들 설비
자산을 매수해서 군수부문으로 알선ㆍ전용을 담당하였다.
1944년 5월 조선총독부는 정어리 어업 부진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기업정비를 결정
하였다. 1944년 3월 보유ㆍ유지를 결정했던 410개 공장 가운데 149개 공장의 제2차
기업정비를 결정하였다.23) 1944년 말 온유비업의 기업정비는 공장총수 1,293개 공장
(함북 478개, 강원 383개, 함남 284개, 경북 111개, 경남 37개) 가운데 정비대상
1,014개 공장(함북 409개, 강원 345개, 함남 142개, 경북 89개, 경남 29개)과 잔존예
정 286개 공장(함남 142개, 함북 69개, 강원 38개, 경북 29개, 경남 8개)을 기록하였
다. 1944년 1~2차 기업정비를 거치면서 온유비업의 생산능력은 약 22% 수준으로 하
락하였다.
1944년 12월 말 온유비업의 기업정비 상황이다.24) 매수예정 공장 및 매수자산 평
19)
20)
21)
22)
23)
24)

박구병(1978), “한국 정어리 어업사”, 「부산수대논문집」, 21.
朝鮮重要物資營團(1944), 「物資營團」, 1(2).
朝鮮重要物資營團(1944), “鰮油肥製造業整備槪況”, 「物資營團」, 1(2).
『每日新報』 1944.5.10.
『每日新報』 1944.7.8.
매수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기계공장은 공장 당 평균 60만 원 내외에 달했기 때문에 ‘기업정비자
금조치법’에 따른 특수결제 방식이었고, 수착공장은 공장 당 평균 1만 원 내외였기 때문에 ‘기업
정비자금조치법’의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수착공장에 대해서도 어촌지역에서 자금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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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은 <표 3>과 같았다. 기업정비 예정의 기계공장은 27개 공장과 자산평가액 1,653
만 원을 기록했던 반면, 수착공장은 894개 공장, 자산평가액 1,106만 원으로 합계
921개 공장과 자산평가액 2,760만 원을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기계공장의 자산평가
액은 공장 당 약 60만 원이었던 반면, 수착공장은 약 1만 원의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매수대금 결제를 완료한 기계공장은 27개 공장과 8,194만 원을 기록했던 반면, 수착
공장은 504개 공장과 301만 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1944년 말 매수대금 결제액으
로 환산한 기업정비율은 기계공장 약 50%에 대해서 수착공장 약 27% 수준이었다.
<표 3> 1944년 말 온유비업의 기업정비
자산평가액

구분

기계

수착

합계

(단위: 개소, 원)

공장수

매수대금 지불
금액

공장수

금액

제1차

15

7,146,748

15

5,680,475

제2차

12

9,388,854

3

2,513,457

소계

27

16,535,602

18

8,193,932

함북

404

4,766,640

296

1,479,026

함남

139

1,843,847

111

899,959

강원

230

3,030,587

-

-

경북

81

1,240,636

61

457,085

경남

40

178,713

36

170,816

소계

894

11,060,423

504

3,006,886

921

27,596,025

522

11,200,816

주：자산평가액은 토지, 건물, 설비, 기계를 포함.
출처：朝鮮重要物資營團(1944), 「第三, 四半期事業實施狀況」.

조선중요물자영단이 추진하는 매수자산의 전용은 <표 4>와 같았다. 기계공장은 제1
차분 474만 339원과 제2차분 206만 659원을 포함한 합계 680만 원으로 약 44%의
매수자산 전용율을 기록하였다. 수착공장은 제1차분 143만 원과 제2차분 157만 원을
포함한 합계 300만 원으로 약 40%의 매수자산 전용율을 기록하였다. 매수자산의 전용
미완료는 921개(기계 27개, 수착 894개)였고, 자산평가액 2,760만 원(기계 1654 만
원, 수착 1,106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용 가능성이 높은 매수자산은 2,321원(기계
를 방지하고자 매수대금 3분의 1을 국책증권, 3분의 2는 은행예금으로 교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朝鮮重要物資營團(1944), 「第三ㆍ四半期 事業實施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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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만 원, 수착 752만 원)이었고, 전용 가능성이 낮은 자산은 439만 원(기계 85만
원, 수착 354만 원)이었다. 조선인 자본의 수착공장은 다수의 공장 수와 달리 낮은 자
산 평가액과 전용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였다.25)
<표 4> 1944년 말 온유비업의 매수자산과 부문별 전용 상황

부문별

전용

기계공장

수착공장
소계

제1차분

제1차분

제2차분

군관계

12

131,887

912,498 1,044,385

관/단체

43

134,935

8,333

143,268

항공기

2

217,774

193,724

24,050

경금속

30

1,512,271

제철

11

272,750

선박

1

내화물

12

주석산

14

주정

2

2,783

광업

9

22,476

31,303

53,779

유비/
접착제

8

647,873

29,682

식량

12

4,914

11,850

통신기

1

15,478

15,478

15,478

고급
렌즈

1

47,278

47,278

47,278

전극

2

64,255

64,255

64,255

유산
가리

6

394,019

연료

6,500 1,273,619 1,280,119
26,553

139,195

165,748

2,324,504
309,016
24,050

182,942 1,695,213
376,455
22,876

671,775

소계

합계

구수

103,705

제2차분

(단위: 구, 원)

14,870

14,870

1,710,083

2,063

2,063

378,518

17,701

5,175

5,175

671,775

671,775
647,802

25,574

673,376

673,376

242

242

3,025

110,408

475,872

529,651

677,555

30,516

30,516

708,071

16,764

61,485

61,485

78,249

2,783

2,610

396,629

3

12,992

12,992

약제

7

12,105

12,105

기타

32

합계

208

365,464

132,234

528,863

6,135

6,135

19,127

66,219

66,219

78,324

144,898

87,486

1,633,720

4,740,339 2,060,659 6,800,998 1,433,813 1,567,727 3,001,540

9,802,538

599,871

946,363 1,546,234

132,234

232,384

출처：朝鮮重要物資營團(1944), 「第三, 四半期事業實施狀況」.
25) 朝鮮重要物資營團(1944), 「第三ㆍ四半期 事業實施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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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미업
식민지기 정미업은 조선인 자본의 또 다른 주력공업이었다. 이하에서는 식민지 조선
에서 기계제 정미업의 발흥ㆍ성장과 기업정비의 실상 그리고 기업정비에 따른 자본의
민족별 충격을 실증 분석한다.

1. 발흥과 성장
조선에서 기계제 정미업의 발흥과 성장은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미곡의 대
일 이출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였다. 실제로, 정미공장은 <표 5>와 같이 1911년 당시
공장총수 252개 가운데 75개(29.8%)에 대해서 1940년에 이르러 7,142개 가운데
1,500개(21.0%)를 기록하였다. 정미업은 조선의 공장 총수 가운데 약 30% 내외를 차
지하는 주력산업이었다. 대표적인 이식 공업이었던 정미업의 성장은 농가의 자가 정미
를 특징으로 했던 일본과 달리 미곡의 대일 이출이라는 시장조건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래서 조선 정미업은 일본과 달리 성립 당초부터 자본의 대규모성과 경영의 근대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표 5> 조선 정미업의 공장설립 추이

(단위: 개소, %)

년도

공장수

종업원

공장총수

비율

1911

75

2,422

252

29.76

1913

119

2,347

532

22.37

1915

170

6,470

782

21.74

1921

519

11,064

2,384

21.77

1926

1,199

17,979

4,293

27.93

1930

1,127

22,998

4,025

28.00

1935

1,225

30,454

5,637

21.74

1940

1,500

25,201

7,142

21.00

출처：朝鮮行政社(1944), 『朝鮮行政』, 23(3).

조선에서 기계제 정미소의 등장은 1889년 3월 4마력 증기기관 정미기 3기를 설치
한 인천정미소였다. 이후 최신예 미국산 정미기를 수입하면서 일본 국내를 넘어서 수
준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1920년대 전반 대규모 미곡 이출의 본격화는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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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의 왕성한 조선 진출과 정미업 발달을 촉진하였다. 1920년대 중반 조선 정미업
의 구조는 <표 6>과 같이 연간 5,000석 이상 가공능력을 갖춘 정미소는 124개소였다.
이 가운데 연간 5만 석 이상 가공능력을 구비한 정미소는 17개소였고, 5만 석 이하
5,000석 이상이 107개소였다. 바꾸어 말하면, 1926년 당시 조선 전체 정미소 1,197
개소 가운데 약 10%에 상당하는 124개소만이 연간 5,000석 이상의 정미능력을 구비
한 대규모 정미소였고, 나머지 90%에 상당하는 1,073개소는 연간 5,000석을 밑도는
영세한 규모의 정미소들이었다.
<표 6> 조선 정미업의 구조와 실태
구분

공장수

(단위: 개소, 석)

생산량

15만석 이상

2

407,136

10만석 이상

3

368,498

5만석 이상

12

890,923

소계

17

1,666,557

1만석 이상

50

1,118,014

1만석 이하

57

267,198

소계

107

1,385,212

합계

124

3,051,769

주：1926년 말 연간 5,000석 이상 가공공장.
출처：京城商工會議所(1944.2), 『經濟月報』, 337.

1925년 말 조선 정미업은 <표 7>과 같이 1911년 말에 비교해서 공장수 16배, 자본
금 14배, 생산가액 15배, 원동력 6배, 기관수 15배, 종업원 6배에 달하였다. 이 가운
데 조선인 자본은 공장수 44배, 자본금 50배, 생산가액 45배에 달했던 반면, 일본인
자본은 공장수 8배, 자본금 11배, 생산가액 12배를 기록하였다.26) 요컨대, 1925년 말
조선 정미업의 민족별 구성은 공장수와 기관수에서 조선인 자본이 우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자본금, 생산가액, 원동기, 종업원 기준으로 보면, 일본인 자본이 압도적인 비
중을 차지하였다.
1910년대 기계제 정미업은 일본인 자본이 좌지우지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산미
증식계획과 함께 거래 미곡의 대일 이출이 급증하면서 조선인 자본의 정미업 진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지방경제의 주력 공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인 자본과
26) 朝鮮總督府(1943), 「朝鮮總督府統計年報」, 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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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조선인 자본의 정미소는 소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1920년대 후반
일본인 자본의 정미소는 미곡 이출의 제한과 경제공황에 따른 미곡소비의 감소 그리고
미가 폭락을 배경으로 신증설이 아닌 설비의 대규모와 가공능률의 증진 그리고 설비자
산의 집약화를 추진하였다.
<표 7> 조선 정미업의 성장과 민족별 구성
(단위: 개소, 마력, 명, 천원)

년도

1911

1925

민족별

공장수

자본금

생산가액

원동력

기관수

종업원

일본인

59

1,611

10,632

1,486

59

2,234

조선인

16

131

1,207

166

13

188

합계

75

1,742

11,839

1,652

72

2,422

일본인

484

17,442

126,273

6,716

436

9,919

조선인

708

6,582

54,118

4,099

605

6,921

1,192

24,024

180,391

10,815

1,041

16,840

합계

출처：京城商工會議所(1944.2),『經濟月報』.

한편, 조선 정미업은 <표 8>과 같이 미곡의 수집과 대일 이출이 편리한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등 남한 지역의 수이출항에 집중해서 발달하였다.27)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굴지의 미곡 산지를 배후지로 풍부한 자본력과 편리한 운송력을 활용해서 미곡의 대량
수집, 대량가공, 대량이출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28) 이들 정미소의 지역별 분포는 남
한 7개도가 조선 전체 정미소의 약 80%와 정미량의 약 75%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
을 차지하였다.29)
<표 8> 1926년 조선 정미업의 지역별 분포

구분

정미
공장수

경기

32

충북

-

현미
생산량

공장수

1,050,522
-

39
-

(단위: 개소, 석)

정비예정
생산량
269,216
-

공장수
117
51

27) 김태웅(2013), “개항~일제강점 전기(1899~1933) 군산 지역 도정업의 추이와 지역적 특징”,
「한국문화」, 64.
28) 朝鮮殖産銀行調査部(1943), 「殖銀調査月報」, 65.
29) 京城商工會議所(1944), “朝鮮に於ける精米業(2),” 「經濟月報」,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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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
공장수

현미
생산량

공장수

정비예정
생산량

공장수

충남

10

39,400

2

140,000

139

전북

26

309,500

9

324,088

96

전남

15

97,130

9

241,653

154

경북

37

191,060

13

524,350

163

경남

30

618,735

29

303,448

128

황해

8

6,000

1

66,500

31

평남

15

246,122

9

130,088

27

평북

12

33,000

4

92,700

44

강원

1

500

1

6,000

71

함남

1

459,800

8

13,000

115

함북

-

-

-

-

합계

187

3,051,769

124

2,111,043

27
1,163

출처：京城商工會議所(1944.2), 『經濟月報』.
출처：朝鮮重要物資營團(1944), 「第三,四半期事業實施狀況」.

2. 미곡통제
1920~30년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던 정미업은 1939년 남한 농촌을 파탄시킨
대한발의 충격과 미곡통제의 본격화를 계기로 급격한 쇠퇴가 불가피하였다. 1939년도
굴지의 곡창지대였던 남한 지역의 미곡 생산량은 평년작의 약 46%에 상당하는 약
1,000만 석 감수와 11만 2,000호에 달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30) 1939년도 미곡
의 대일 이출량도 1938년 약 1,000만 석에 대해서 약 250만 석 수준으로 격감하고
말았다.
1939년 대한발의 충격과 식량부족은 1940년 후반 식량의 국가관리로 이어지면서
미곡통제를 담당하는 조선식량(주)의 설립과 함께 각도에 양곡배급조합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양곡의 매상과 수이출 통제는 종래 미곡상들이 담당했던 미곡의 자유거래를 크
게 위축시켰고, 정미업자의 휴업과 몰락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정미업자들은 정부가 할
당하는 통제미곡의 임(賃)도정업자에 불과하게 되었고, 영세 정미업자의 자연도태를 초
래하였다.31)
30) 朝鮮總督府司政局社會課(1943), 「昭和十四年寒害誌」,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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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말 아시아태평양전쟁 발발 이래 조선 정미업은 확대ㆍ강화되는 식량관리정
책에 따라 자주적인 합동과 정비가 불가피하였다. 1941년 12월 기업허가령 공포에 따
라 정미공장의 신ㆍ증설도 곤란하게 되었다. 더구나, 운송력 제약과 미곡 입수가 곤란
하게 되면서 설비과잉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로, 1940년 경성지역의 경우, 경성부
정미업자 177명 가운데 경기도의 지정 정미업자는 15명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정미업
자는 경성부 배급조합으로부터 배급미곡의 임가공을 제외하면, 거의 반실업 상태와 다
름이 없었다.32)
1943년 당시 전국적으로 약 260개소에 달하는 정미공장이 유휴화하였다.33) 그럼에
도 정미능력은 필요능력의 약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정미업계는 자체적
인 매수합동과 함께 설비전용을 추진하였다. 1943년 8월 조선총독부는 식량수급의 일
원적 통제를 위해 ‘조선식량관리령’을 공포하는 한편, 같은 해 10월 식량관리의 국책법
인 ‘조선식량영단’을 설립하였다.34) 조선식량영단은 조선 전체의 정미와 정맥부문을
통합해서 식량의 일원적 통제를 전담하게 되었고, 미곡과 정맥 가공의 국가관리를 추
진하였다.35)

3. 기업정비
1942년 6월 조선에서 ‘기업정비령’이 공포되었고, 1943년 12월 조선총독부 산하
기업정비위원회는 정미업을 제3종 공업부에 속하는 기업정비 업종으로 지정하였다.
1944년 2월 조선총독부는 조선식량영단과 조선중요물자영단을 앞세운 정미업의 기업
합동과 기업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1944년 당시 정미업의 기업정비와 관련한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의 담화는 다음과 같았다.36)
현재 전선의 정미, 정맥소 및 지방의 임도소(賃搗所)는 약 1만 5,400개에
31) 관련해서 『매일신보』 1940년 3월 5일자에 따르면, “원료벼의 모집 곤란과 공장 경영의 각종 자
재결핍으로 정미업자는 모두 경영난으로 처하여 최근 시판미의 지정공장으로 지정된 우수공장
중에도 할당율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조선 특유의 발전을 거듭한 정
미공업계도 이제는 대수난기에 당면해서 그 추이를 우려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每日新報』
1940.3.5.
32) 1940년 말 경성부 정미업자들은 정미량은 100만 부민들의 양식을 배급하기 위해 각 군으로부터
혹은 타도로부터 입하되는 하루 2000석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朝鮮殖産銀行調査部(1940), “희생
상공업자 조사”, 「殖銀調査月報」, 31; 『每日新報』 1940.12.8.
33) 沖中守夫(1944), “朝鮮に於ける精米工業”, 「朝鮮行政」, 23(3).
34) 京城商工會議所(1944), “朝鮮に於ける精米業(2)”, 「經濟月報」, 338.
35) 朝鮮殖産銀行調査部(1943), 「殖銀調査月報」, 65.
36) 朝鮮殖産銀行調査部(1944), 「殖銀調査月報」,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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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이 가운데 내지 이출과 선내 배급을 담당하는 정미ㆍ정맥소 1,400
개를 정비하고, 농민들이 이용하는 지방에 산재하는 임도소 1만 4,000개는
정비통합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비통합은 기업정비령을 적용하고 대
상 정미소의 매수가액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최저 필요
능력의 약 3배의 과잉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설비의 정리가 문제
가 되고 있다. 전동기와 정미기 그리고 기타 부속시설의 중요산업으로 전활
용(轉活用)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성안해서 실시하고자 한다.
1944년 2월 당시 조선총독부가 구상하는 정미업의 기업정비는 종래 이출 미곡의 정
미를 담당했던 1,400개의 정미소에 한정하는 한편, 지방에 산재하는 10마력 이하의
영세 정미소는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1944년 4월 이래 조선총독부 양정과는 1,400
개의 정미소 가운데 약 400개를 조선식량영단이 직영하고, 나머지 1,000개소에 한정
해서 기업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 정미소의 기계와 설비는 조선중요물자영단이 일
괄 매수해서 중요산업으로 전용한다는 방침이었다.37)
정맥 가공은 오히려 설비가 부족해서 기업정비가 아닌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미곡을 원료로 하는 제유업도 왕성한 군수를 배경으로 급속한 증산이 불가결했기 때문
에 기업정비가 불필요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정미와 정맥공장의 적정 배치를 고려한 기
업정비를 예정하였다. 더구나, 정비 대상의 정미공장은 다수에 달했기 때문에 이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정식으로 매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상황이었다.38)
하지만, 1944년 12월에 이르러서도 정미업의 기업정비는 지지부진하였다. 조선중요
물자영단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앞서 <표 8>과 같이 경북 163개소를 시작으로 합계
1,163개소에 달하는 제1차 기업정비 예정 정미소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구체적인 기업정비 실시요강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확정 정비공장과
매수자산의 평가액은 미정이다. 하지만, 업자들의 자금융통관계를 고려해서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업자들이 신고ㆍ제출한 자산가액의 약 60%를 연내에 지불할 것을 영단출
장소, 대리소, 업자들에게 통지”하는데 그치는 상황이었다.
요컨대, 1944년 2월 이래 조선총독부와 조선중요물자영단의 정미업 기업정비 방침
과 실상을 고려하면, 기업정비 대상 정미소는 전체 1만 5,400개 가운데 필요 최저 정
미능력의 약 3배에 상당하는 설비과잉이 발생한 1,400개소에 한정되었다. 기업정비
대상 정미소 대부분은 1910년대 이래 남선 지역의 수이출항에 입지하면서 미곡의 대
일 이출을 계기로 급성장했던 일본인 자본의 대규모 정미소들이었다. 하지만, 1944년
37) 朝鮮重要物資營團(1944), 「第三ㆍ四半期 事業實施狀況」; 『每日新報』 1944.7.8.
38) 『每日新報』 194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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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당시 기업정비 실시요강도 결정하지 못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과연 1945년 8월
까지 정미업의 기업정비가 순조롭게 추진되었을지도 의문이다.

Ⅳ. 소주양조업
식민지기 소주양조업도 조선인 자본 3대 업종 가운데 하나였다. 이하에서는 소주양
조업의 발흥ㆍ성장과 기업정비의 실상 그리고 기업정비에 따른 자본의 민족별 충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 발흥과 성장
1910년 이전 조선산 주류는 탁주, 소주, 약주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탁주와 소주
는 중산층 이하가 소비하는 대중적인 주류였고, 약주는 상류층이 소비하는 고급 주류
였다. 당시까지는 주조업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었고, 가정에서의 자가 주조가 일반
적이었다.39) 그래서 주조업은 ‘노유부녀(老幼婦女)’의 가내공업의 성격과 함께 생산과
소비의 미분리로 인해 주조량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었다.
1916년 조선주세령 시행 당시 청주, 탁주, 구식소주, 신식 소주를 포함하는 조선 전
체의 주조장은 <표 9>와 같이 12만 2,000개소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소주양조장은
주조장 총수의 약 23%에 상당하는 2만 8,000개소를 기록하였다. 소주양조업의 경우,
조선인 경영의 구식소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각종 주류 생산량은
<표 10>과 같이 약 64만 석으로 호당 평균 5석 내외에 불과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재
래주였던 탁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양조장수와 주조량을 고려하면, 조선의 주조
업은 공업만이 아닌 가내 부업으로서도 극히 빈약한 것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천시(賤
視)되었다.
그렇지만, 1916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주세령을 공포하면서 조선 주조업은 양조장의
집약화, 기설 양조장의 정비ㆍ확장, 급속한 시장 확대, 신흥 주류의 등장을 배경으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1930년대 후반 주조량도 600만 석을 돌파하면서 지방경제
의 유력산업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주세 수입도 1934년까지 줄곧 수위를 기록했던 농
지세를 능가하게 되었다.
1920~30년대 소주양조업은 조선 주조업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였다. 그 가운데

39) 北條亮英(1938), 「朝鮮大觀」, 朝鮮文化普及會, 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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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조선 소주양조업의 추이

(단위: 개소)

소주업

년도

전체

1916

122,063

28,404

51

28,455

1917

111,617

25,442

52

25,494

1918

90,884

19,001

55

19,056

1919

74,728

8,467

28

8,495

1920

61,530

5,056

36

5,092

1921

57,121

5,172

29

5,201

1922

49,890

4,320

48

4,368

1923

52,320

3,741

35

3,776

1924

48,598

3,175

28

3,203

1925

45,843

2,296

25

2,321

1926

38,395

1,303

20

1,323

1927

28,463

800

20

820

1928

15,399

630

20

650

1929

5,645

545

20

565

1930

4,919

491

18

509

1931

4,644

478

22

500

1932

4,396

457

19

476

1933

4,252

430

19

449

1938

2,880

278

10

288

1942

2,889

273

10

283

구식

신식

합계

출처：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년판.

주정식 신식소주는 1919년부터, 구식(黑麵)소주는 1923년부터 생산되었다. 1923년
이전까지 구식소주는 당화소(糖化素)인 곡자(曲子)와 곡류(쌀과 고량)을 원료로 사용해
서 고리(古里)로 증류하는 이른바 곡자(曲子)소주였다. 소주는 북선 지역에서 사계절에
걸쳐 소비되었던 반면, 남선 지역에서는 주로 여름철에 한정되었다. 물론 1910년 이래
일본산 신식소주가 이입되었지만, 극히 소량에 그쳤고, 그것도 재조일본인들의 수요에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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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조선의 주류별 생산액 추이
년도

청주

맥주

1916

34,260

-

1920

43,195

1925

탁주

(단위: 석)

약주

구식소주

신식소주

합계

486,315

28,826

87,527

2,885

639,813

-

1,107,415

37,197

114,539

5,322

1,307,668

54,636

-

1,305,262

70,918

207,318

20,722

1,658,856

1929

61,998

-

1,287,019

93,275

247,371

74,920

1,764,583

1934

79,729

39,790

1,683,526

128,043

339,162

446,342

2,716,592

1938

132,921

104,903

2,434,800

160,574

-

665,927

3,499,125

1939

111,176

83,490

1,907,800

129,573

-

933,546

3,165,585

1940

115,131

95,563

2,302,726

131,704

-

549,886

3,195,010

1941

121,829

99,651

2,320,213

129,012

-

281,095

2,951,800

1942

114,957

86,177

1,232,065

107,917

-

120,514

1,661,630

출처：平山与一(1969), 『朝鮮釀造業界40年の歩み』. 日本酒造協會(1939), 『日本酒造協會雜誌』, 34(2).

신식소주는 일본인 자본을 중심으로 1919년 평양에서 사이또(齊藤) 소주공장과 인천
에서 아사히(朝日)양조(주)가 고량과 맥피국(麥皮麴)를 원료로 주정식 소주를 생산하면
서부터였다. 하지만, 품질이 조선인 대중의 기호와도 동떨어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였
다. 그래서 1924년 이래 신식소주는 대체원료(대만산 당밀) 개발과 재래식 곡자소주를
혼합한 저렴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대적인 호평을 받았다.40) 신식소주의 개량ㆍ혁
신과 시장 잠식은 조선인 자본의 구식소주 업계에 대한 ‘공황’을 방불케 하는 충격이었
다.41) 그래서 구식소주 업계도 오키나와(沖繩)산 소주의 당화소였던 흑국(黑麴)을 이입
해서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에 성공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였다.
실제로, <표 11>과 같이 1923년 당시 일본인 자본은 양조장 규모에서 압도적이었지
만, 전체 생산량의 약 9%에 지나지 않았다. 1927년에 이르러서야 27%를 차지하게 되
었다. 반면, 조선인 자본의 양조장 규모는 1923~25년이 아니라 1925~27년에 걸쳐
급격히 확대하였다. 더구나 1927년 석 당 가액은 1926년 66.1원에서 51.5원으로 인
하되었고, 일본인 양조장과 비교해서도 보다 낮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가
격 동향은 조선인 자본의 양조장에서도 품질개선과 기술혁신이 급진전했음을 시사한다.
1927년 이래 신식과 구식을 불문하고 소주업계는 치열한 시장경쟁과 함께 증산에

40) 林采成(2019), 「飮食朝鮮」, 名古屋大學出版會, 204.
41) 淸水武紀(1939), “朝鮮に於ける酒造業(1)”, 「日本酒造協會雜誌」,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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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을 거듭하면서 1929년에 이르러 과잉생산에 따른 ‘공동파산’을 우려하게 되었다.
실제로, 1929년 신식소주는 7만 4,000석의 주조량을 기록했지만, 구식소주의 압박으
로 ‘자멸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1928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주세령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양조장의 신규 면허와 함께 주조량 증산도 허가제로 전환하였다.42) 1931년
신식소주 6사(조일양조, 증수양조, 대선양조, 소화주조, 대평양조, 칠성양조)는 ‘신식소
주업자연합회’를 결성하는 한편, 미쓰이(三井)물산의 금융지원을 배경으로 공동판매제
를 실시해서 시장거래의 안정성과 수급균형 꾀하였다.
<표 11> 조선 소주양조업의 민족별 실태
구분
생산량(석)

일본인

조선인

(단위: 석)

외국인

합계

20,719

174,113

-

194,832

1,064,228

11,009,383

-

12,073,611

111

14,740

-

14,851

호당생산량(석)

186.7

11.8

-

13.1

석당가액(원)

51.4

63.2

-

62.0

30,588

162,738

-

193,326

1,664,354

10,757,470

-

12,421,824

112

8,422

-

8,534

호당생산량(석)

273.1

19.3

-

22.7

석당가액(원)

54.4

66.1

-

64.3

77,852

210,034

587

288,473

4,058,618

10,806,738

73,356

14,938,712

120

3,529

1

3,650

호당생산량(석)

648.8

59.5

587.0

79.0

석당가액(원)

52.1

51.5

125.0

51.8

생산가액(원)
양조호수

1923

생산량(석)
생산가액(원)
1925

양조호수

생산량(석)
생산가액(원)
1927

양조호수

출처：林菜成(2019), 『飮食朝鮮』, 名古屋大學出版會, 202.

2. 미곡통제
1930년대 중반 조선인 자본의 구식소주와 일본인 자본의 신식소주는 수요자 기호와
42) 朝鮮總督府(1943), 「第84回帝國議會說明資料」,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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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원가에서 별반 차이가 없게 되었다.43) 그렇지만, 조선인 자본의 구식 소주 양조
장은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는 자본의 영세성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로, <표 12>
와 같이 2만 원 미만의 주조회사의 민족별 자본별 규모는 조선인 자본이 전체의
69.1%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구식소주 업계도 신식소주 업계의 생산 효율성을 주목하
면서 지역별 자본합동을 추진해서 연속식 증류설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1937년 대동주조(주)와 평양양조(주), 1941년 동해양조(주), 1942년 북선주조(주)가 각
각 설립되었다.44)
<표 12> 1933년 주조회사와 자본의 민족별 구성

자본규모

조선인
회사수 자본총액

일본인
평균액

회사수 자본총액

(단위: 사, 원, %)

민족별 규모별 비중
평균액

조선인

일본인

1만 원 미만

50

253,740

5,076

25

127,750

5,110

38.9

25.5

1만 원 이상

39

504,670

12,940

22

283,250

12,875

30.2

22.5

2만 원 이상

15

347,950

23,197

12

266,625

22,219

11.6

12.3

3만 원 이상

11

342,975

31,180

7

235,000

33,571

8.5

7.1

4만 원 이상

1

40,000

40,000

4

167,000

41,750

0.8

4.1

5만 원 이상

8

420,750

52,594

11

587,000

53,367

6.2

11.2

7만 원 이상

2

162,500

81,250

5

405,500

81,100

1.5

5.1

10만 원 이상

3

376,000 125,333

5

573,217 114,643

2.3

5.1

15만 원 이상

-

-

-

2

349,000 174,500

-

2.0

20만 원 이상

-

-

-

1

250,000 250,000

-

1.0

30만 원 이상

-

-

-

4

1,380,000 345,000

-

4.1

98

4,624,342

합계/평균

129 2,448,585

18,981

47,187 100.0

100.0

출처：朝鮮殖産銀行調査課(1934), 『朝鮮に於ける工業会社の資本構成調査』, 49-56.

증류식 주류를 대표했던 소주양조업은 1916년 조선주세령 시행 당시 생산량은 겨우
9만 석에 불과하였다. 이후 증산에 증산을 거듭하면서 1938년에 이르러 66만 6,000
석을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의 소주 생산량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1916년 당시
43) 1934년 6월 조선총독부는 조선주세령을 개정해서 구식소주와 신식소주의 구별을 폐지하였다.
그 때문에 1934년부터 모든 통계에서 구식소주도 증류식 신식소주로 집계되게 되었다. 林繁藏
(1934), “酒稅令の改正について”, 「酒」, 6(4).
44) 淸水武紀(1937), “朝鮮の釀造業”, 「朝鮮行政」,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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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만 석과 비교하면 약 7배에 달하였다.45) 대규모 생산의 신식소주는 1937년 전체
소주생산량의 38%에 상당하는 26만 4,000석을 기록하였다. 신식소주의 주원료는 당
밀, 감자, 수수였고, 고량과 카사발트를 부원료로 사용하였다. 구식소주 생산의 원료는
조, 수수, 고량, 쇄미였다. 조와 수수로 당화소인 흑국을 만들고, 괘미(掛米)에는 고량과
쇄미를 사용하였다. 물론 1930년대에도 재래식 국자소주가 생산되었지만, 이는 단지
신식소주와의 혼합을 위해 제조된 소량에 지나지 않았다.46)
1930년대 전반 주정식 소주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재래식 소주업자도 생산설비와
양조기술의 개선 그리고 품질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신식소주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증가하게 되었다. 1937년 소주양조장은 신식 10개와 구식 332개였다. 신식소주의 경
우, 1932년 업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업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신식소주연맹회’을
결성할 당시 회원은 6개사에 불과하였다.47) 이후 평양부 소재의 대동양조(주)와 평안
발효(주)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8개사로 늘었고, 1942년까지 추가로 4개사가 증
가하면서 12개사를 기록하였다.
한편, 1939년 조선에서는 대한발의 충격에 따라 전면적인 미곡통제가 개시되었다.
그 때문에 소주업계는 생산의 자주제한과 함께 원료의 잡곡 혼입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이후에도 식량사정이 악화하면서 원료 확보는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1940년대 소
주양조업은 대만산 당밀의 이입 격감과 원료 잡곡의 입수 곤란 그리고 정부의 감산정
책에 따라 최저한의 수요를 충족하는 계획생산과 군용주 생산에 치중해야 했다. 1942
년 조선 전체의 주류 생산량은 171만 9,000석을 기록하면서 1938년과 비교해서 179
만 5,000석에 상당하는 약 55%의 감산이 불가피하였다. 1942년 주조업자도 청주
119명, 소주 283명, 약주 51명, 탁주 2,420명으로 합계 2,887명으로 감소하였다.48)
1942년도 소주업계는 잡곡 공출량 감소와 해상 운송력 약화에 따른 원료부족에 직
면하면서 계획주조량 46만 2,000석에 대해서 34만 1,000석이 감소한 12만 1,000석
(26%) 생산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는 1938년도와 비교해서 약 82%에 상당하는 주조
량의 감소 실적이었다. 더욱이, 소주는 민수용(업무용) 대폭적인 삭감과 함께 생산력
확충을 담당하는 군수부문에 배급되었다. 그럼에도 주세 수입은 1942년도 2억 9,400
만 원 가운데 3,300만 원(11%), 1943년도 약 4억 원 가운데 7,700만 원(20%)을 기록
하였다. 1940년대에도 주세 수입은 여전히 조선총독부 재정을 지지하는 주요 세원이
었다.49)
45)
46)
47)
48)
49)

朝鮮總督府(1943), 「第84回帝國議會說明資料」, 143.
北條亮英(1938), 「朝鮮大觀」, 朝鮮文化普及會, 717-722.
平山与一(1969), 「朝鮮酒造業界四十年の歩み」, 友邦協會, 65.
平山与一(1969), 「朝鮮酒造業界四十年の歩み」, 友邦協會, 98-99.
淸水武紀(1937), “朝鮮に於ける釀造業の現況”, 「朝鮮の工業と其の資源」, 朝鮮工業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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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정비
1941년 아시아태평양전쟁 발발과 함께 알콜이 중요 군수품으로 부상하였다. 그래서
‘전선신식소주연맹회’는 국책협력의 일환으로 무수(無水)알콜 생산에 치중하게 되었다.
실제로, 1944년 8월 육군연료본부는 무수알콜의 생산력 증강을 위해 경성출장소를 개
설하면서 ‘전선신식소주연맹회’를 알콜 생산의 군수동원 기구로 지정하였다. 1944년 9
월 연맹회 산하 11개 소주공장은 육군연료본부 감독공장으로 지정되었다. 연맹회 회장
은 육군 촉탁으로 무수알콜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책임자 지정을 받았다.
1944년 2월 ‘전선신식소주연맹회’는 내부적으로 원료 입수난과 조업부진 그리고 기
술자 응소에 따른 감원 등으로 평양지역 4사 합동과 남선 지역의 3사 합동이 추진하기
도 하였다.50) 1943년 말 당시 대장성은 소주를 연료용, 공업용, 음료용으로 구분해서
소주양조업 통제를 위한 전매제 시행을 결정하였고, 조선총독부에 대해서도 소주전매
제 실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51)
조선의 대중 음료는 탁주와 소주이며, 소비는 남선 지방의 탁주, 북선 지
방의 소주로 확연히 구분되면서 항상 세율의 균형을 고려해 왔다. … 전매제
실시는 소주 가격 상승으로 탁주와 약주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한다. 더
구나, 대중 음료에 대한 소비세 인상은 조선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지극히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조선의 소주제조장은 248개소이며, 생산액은 원료
입수의 곤란으로 격감하는 와중에도 12만 1,000석으로 지방경제의 주력 산
업이다. 소주전매제 시행은 지방의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민
업의 보호ㆍ장려의 관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요청된다. 특히, 대중 음료인 소
주를 전매, 다른 주류를 비전매로 한다면, 관리에 다양한 불편을 초래한다.
전매행정과 세무행정과의 괴리를 초래하고 제도운영의 불편도 예상된다. 요
컨대, 조선에서 소주전매제는 시기가 상조하다. 소주전매의 수지를 고려하
면, 가령 국유국영을 채용한다지만, 조선 248개소의 소주제조장은 모두 당
국이 여러 해에 걸쳐 정리ㆍ집약화해서 존속이 불가결한 최우수 공장이다.
제조설비도 연차에 따라 개량ㆍ확장해 왔기 때문에 이를 매수하는데 다액의
국고 지출을 요한다. … 주요 주류인 소주에 한정한 전매제 도입은 실익도
없지만, 실시도 곤란한 상황이다.

50) 平山与一(1969), 「朝鮮酒造業界四十年の歩み」, 友邦協會, 62.
51) 朝鮮總督府(1943), 「第84回帝國議會說明資料」,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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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전매제 도입과 관련한 제국정부 요청에도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 생산과 소비
의 실상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소주양조업의 재편
혹은 기업정비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실제로, 1944년 12월 조
선총독부는 기업정비위원회 소주양조업 부회를 개최해서 소주양조업의 기업정비 요강
과 자산평가 기준을 결정하였다. 당시 조선중요물자영단은 신식과 구식 소주양조장
262개소 가운데 신식 1개소와 구식 163개소를 정비한다는 방침이었다.52) 하지만 앞
서 소주전매제 도입에 대한 조선총독부 입장을 고려하면, 1944년 12월 결정과 같이
1945년 8월까지 소주양조업의 기업정비가 순조롭게 추진되었는지 의문이다.
<표 13> 1930년대 신식소주 회사의 생산액 추이
구분

회사

생산액

(단위: 원, 석)

조일양조 증수소주 대선발효 소화주류 태평양조 칠성양조 대동양조 평안발효

합계

설립년도

1919

1925

1929

1929

1919

1922

1936

1936

-

소재지

인천

부산

부산

마산

평양

평양

평양

평양

-

생산능력 45,000 10,000 45,000 15,000 50,000 15,000 10,000 50,000

-

민족별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조일

일본

일본

-

업태변화

-

-

-

-

-

-

전환

전환

-

연맹가입

1931

1931

1931

1931

1931

1931

1937

1937

-

1929

14,691 13,516 3,030 10,333 24,291 1,198

-

-

67,059

1930

10,791 7,777 12,166 6,118 11,233 4,085

-

-

52,170

1931

9,351

6,056 15,752 4,939

-

-

52,210

1932

13,290 10,264 13,252 8,280 21,027 6,427

-

-

72,540

1933

15,557 11,690 21,627 13,449 31,379 9,889

-

-

103,591

1934

21,139 14,134 26,676 16,125 41,151 13,030

-

-

132,255

1935

23,301 16,000 30,070 18,230 50,199 15,705

-

-

153,505

1936

29,118 19,998 37,580 22,773 59,190 19,302 9,470

-

197,431

1937

38,311 22,139 42,903 26,388 65,001 18,691 15,770 43,526 272,729

7,412

8,700

출처：平山与一(1969), 『朝鮮釀造業界40年の歩み』; 日本酒造協會(1939), 『日本酒造協會雜誌』, 34(2).

실제로, 소주양조업의 기업정비가 추진되었던 사례는 <표 13>과 같이 평양부에 소재
하는 칠성양조(주)가 유일한 상황이다. 칠성양조(주)는 1922년 조선인 자본가 지주선
52) 朝鮮重要物資營團(1944), 「第三ㆍ四半期 事業實施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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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周善)이 설립한 구식소주 회사였다. 1929년 일본 히유카(日向)양조(주)의 주조설비
를 매수해서 주정식 소주업자로 전환하였다. 1936년 부산부 대선발효공업(주)과 고베
(神戶)의 무역상사였던 쇼바야시(正林)산업(주)의 투자를 유치해서 주식회사 조직의 조
일(朝日) 합동기업으로 재편되었다.
1944년 12월 당시 평양부 소재 무수알콜 생산의 일본곡산(日本穀産)은 조선중요물
자영단 앞으로 칠성양조(주)의 주조설비 매수를 의뢰하였다. 그래서 칠성양조(주)는 “시
국적 요청에 응해서 일본곡산 계열의 평양발효(주)에 종래의 소주양조를 위탁하면서
1945년 2월 자체의 소주생산을 정지”53)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중요물자영단은 자산
매수액 사정을 추진했지만, 매수대금의 결정과 결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945년 8
월 종전을 맞이하고 말았다.
요컨대, 소주양조업의 기업정비는 1944년 12월에 이르러서야 본격화하였다. 기업정
비 대상은 신식 및 구식소주를 합쳐서 164개 공장이었다. 하지만, 칠성양조(주)의 사례
와 같이 설비자산의 매각 수속과 매수금 산정도 실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1945년 8월
종전을 맞이하고 말았다. 실제로, 1916년 조선주세령 공포 이래 조선 주조업의 성장이
“근대적 기업정비”54)의 역사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신식과 구식을 불문하고 소주양조
업의 기업정비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업정비의 충격도 자본의
민족별 구분을 불문하고 지극히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Ⅴ. 맺음말
1944년 조선중요물자영단이 추진한 3대 업종(온유비법, 정미업, 소주양조업)의 기업
정비는 자본의 민족별이 아닌 업종별의 실상이었다. 더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44년 12월 이들 3대 업종에 대한 기업정비 부진을 고려하면, 1945년 8월까지 당초
예정과 같이 기업정비가 순조롭게 실행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이하에서는 1944~45년
조선중요물자영단이 담당했던 3대 업종의 기업정비 활동과 성과를 정리ㆍ요약하는 것
으로 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온유비업이다. 1937년 정어리 어획량은 130만 톤에 달했지만, 이후 해황(海
況) 변조에 따른 정어리 회유 감소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였다. 당시 정어리 어획량의
약 80%를 차지했던 기선건착망 어업은 대규모 일본인 어업자본의 독점이었고, 조선인
어업자본은 범선 유자망 어업에 한정되었다. 1930년대 전반 본격적으로 발흥한 온유
53) 平山与一(1969), 「朝鮮酒造業界四十年の歩み」, 友邦協會, 161-162.
54) 平山与一(1969), 「朝鮮酒造業界四十年の歩み」, 友邦協會,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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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은 동해 연안의 어항을 중심으로 대소 약 2,000개소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온유
비 생산액의 60%는 함북이 차지하였다. 특히, 1930년대 조선 최대의 수산도시로 성장
한 함북 청진에 입지한 대소 137개소의 온유비 공장 가운데 당시 미국산 최신예 가공
설비를 구비한 대규모 공장은 33개소였다. 이들 대규모 공장은 전부 일본인 자본의 소
유였다. 1941년 이래 어선에 대한 중유 공급이 격감하는 와중에서 온유비업은 자발적
인 업계 재편이 불가피하였다. 반면, 중유 사용이 불필요한 조선인 자본의 범선 유자망
어업과 온유비업은 왕성한 군수를 배경으로 활황 국면을 유지하였다. 1944년 온유비
업의 기업정비는 자산의 대규모성과 경영의 근대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인 자본에게
보다 강한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미업이다. 식민지기 정미업은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조선산 미곡
의 대일 이출에 편승해서 급성장하였다. 정미업 발달의 입지는 미곡 유통과 대일 이출
이 편리한 군산, 목포, 부산 등 주로 남한의 개항장이었고, 조선 전체 정미공장의 약
80%와 이출 미곡의 75%를 차지하였다. 정미업의 성장은 1910년대까지 일본인 자본
이 주도했지만, 1920년대 미곡 거래량 증가와 함께 조선인 자본도 정미업에 진출하였
다. 이후 일본인 정미공장은 상대적인 감소 추세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는 설비의
대규모화, 가공능률 증진, 설비자산 집약화의 결과였다. 1941년 이래 정미업은 식량관
리정책에 따른 미곡확보 곤란에 직면하면서 유휴시설의 전용 및 활용이 불가피하게 되
었다. 실제로, 1944년 4월 당시 조선 전체의 정미소는 약 1만 5,400개소에 달하는 와
중에서 기업정비 대상은 약 3배의 설비과잉이 발생한 1,400개소에 한정되었다. 이들
기업정비 대상 정미소는 남선 지역의 수이출항에 입지한 일본인 자본의 대규모 정미소
였다.
셋째, 소주양조업이다. 1938년 당시 소주양조업은 양조장 2,926개소, 주조량 351만
4,000석을 기록하는 조선총독부의 최대 세원이었다. 증류주를 대표하는 소주는 1938
년 당시 66만 6,000석을 기록했지만, 1939년 대한발의 충격에 따라 식량사정이 악화
하면서 원료 미곡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1942년 소주 생산량도 1938
년과 비교해서 약 82%가 감소하였다. 1942년 소주공장은 신식 11개소와 구식 332개
소였다. 이 가운데 구식소주 공장은 주로 조선인 자본의 경영이었던 반면, 신식소주 공
장은 ‘전선신식소주연맹회’ 소속의 일본인 자본이었다. 이들 회원 공장은 무수알콜 생
산을 위한 육군연료본부 감독공장 지정을 받았다. 1944년 12월 조선총독부는 소주양
조업 164개 공장의 기업정비요강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1945년 8월까지 기업정비가
순조롭게 완료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전선신식소주연맹회’ 회원 가운데 유
일한 기업정비 대상이었던 칠성양조(주)의 경우, 설비자산의 매각수속과 매수금 산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종전을 맞이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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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944~45년 3대 업종의 기업정비는 지지부진한 와중에서 종전을 맞이하였
다.55) 더구나, 기업정비의 충격도 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인 자본이 아니라 자본의 대규
모성과 경영의 근대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인 자본에게 보다 크게 작용하였다.56) 바
꾸어 말하면, 조선인 자본은 1930년대 조선 공업화는 물론이고 1940년대 기업정비의
와중에서도 일본인 자본의 들러리에 불과하였다.57) 하지만, 1947년 중소자본이 “대자
본의 붕괴를 상쇄시키는 역할과 함께 앞으로 귀중한 경제자산”58)이라는 미군정의 지적
을 고려하면, 1944~45년 기업정비의 지지부진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지만, 해방 이
후 중소상공업 자본의 발흥과 성장을 위한 경제적 토대가 되었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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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더구나, 1945년 8월 조선중요물자영단의 운영자산이 1943년 12월 예정했던 1억 5,000만 원과
달리 8,800만 원에 그쳤던 사실을 고려하면, 1944~45년 3대 업종의 기업정비도 당초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종전을 맞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안기(2017), “1940년대 식민지
군수동원과 기업정비”, 「한일경상논집」, 75.
56) 기업정비정책에 따른 영향은 “중소 상공업 가운데 특히 일본산 상품 취급에 크게 의존해 왔던
일본인 상인의 자연적인 도태 … 전시경제의 진행과 함께 재선 일본인 재래상인의 몰락을 불가
피하게 하였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전시체제 말기 재조일본인 자본의 몰락과 관련해서
대장성은 (1) 상업자의 경우, 종래 일본 국내 제조업자 및 도매상과의 상거래 루트가 전시통제로
인해 붕괴되었다. (2) 배급제도로 인해 다년간 쌓아온 신용이 거의 무의미하게 되었다. (3) 원가
에 일정한 이윤율을 가산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공정가격제 시행으로 생산 정도가 높은 재조
일본인업자는 조선인 업자와의 경쟁에서 크게 불리하게 되었다. (4) 상당한 연장자층까지 응소자
가 속출하면서 유능한 경영자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재조일본인 자본의
실상과 1930년대 조선 공업화 연구의 성과를 고려하면, 전시체제기 일본과의 사회적 분업이 약
화ㆍ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은 조선인 자본이 아닌 일본인 자본에게 보다 크게 작용
했다는 연구 가설이 오히려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다. 大藏省管理局(1947), 「日本人の海外活動に
關する歷史的調査(朝鮮篇 10分冊)」, 98-100.
57) 1943년 9월 당시 조선총독부가 계획하는 기업정비와 관련해서 재조일본인 재계는 재조일본인
사업자의 동요를 우려하였다. “내선일체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본인이 조선에 정착해서 일
본인다운 모범생활과 실천을 통해서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실정은 대도
시에서 일본인수가 감소하면서 경제력을 조선인이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명치
말기 일확천금을 꿈꾸고 조선으로 넘어와서 어느 정도 재산을 불리게 되면서 전쟁에 따른 통제
강화에 의해 자유로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영업을 폐기하고 귀국하는 자가 속출”했기 때문
이었다. 이러한 실상을 고려하면, 조선총독부도 재조일본인의 정착을 위해 소극적인 기업정비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公論社(1943), “半島, 企業整備の性格”, 「朝鮮公論」, 368.
58) U. S. Military(1947.9.27.), “Report on the Occupation of south Korea,” p. 16.
59) 1945년 8월 조선중요물자영단의 운영자산이 1943년 12월 당시 예정했던 1억 5,000만 원과 달
리 8,800만 원에 불과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1944~45년 3대 업종의 기업정비도 당초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종전을 맞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안기(2017), “1940년대 식민지
군수동원과 기업정비”, 「한일경상논집」,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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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Readjustments in
Three Industries during the 1940s

An-Ki Joung*
60)

Abstract
In the 1940s, the readjustment of sardine oil extraction, rice milling and
soju brewing industries occurred under the control of Joseon Key Commodities
Corporation, a special-purpose entity established to expand productive capacity
in the military sector after industrial readjustment and diversion in the civil
secto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pecial-purpose corporation's activities
for industrial readjustment and the outcomes of such activities. Previous
studies that reviewed policies for colonial logistics mobilization and industrial
readjustment during the 1940s were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logical
conflicts with studies of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during the 1930s, national/
ethnic biases in industrial readjustments and their outcomes, and non-ignorable
gaps between theories and practices including bold research hypotheses.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history, the present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ise and growth of three major Korean-capitalized or readjusted industries,
the reality and outcome of industrial readjustments, and the impact of such
readjustments by capital and ethnicity.
<Key Words> Industrial readjustment policy, Joseon Key Commodities Corporation,
Sardine oil extraction, Rice milling, Soju br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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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연구｣ 제35집 제2호(통권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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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 -

｢경영사연구｣ 제35집 제2호(통권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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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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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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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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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미국 뉴딜(New Deal) 시대의 노사관계 – NLRA의 제정과 CIO의 노동투쟁을 중심으로–
(백 광 기)
86. 第33輯 第2號(通卷 86號) (2018年 5月 31日 發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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