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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olitical Ties o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erformance in China*
Meihui Jin**ㆍLifang Zhao***ㆍJooyoung Kwak****
1)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olicy. Historical review focuses on the governmental
drive since it has led the firms to the benevolent behaviors, based on which
we regard CSR as a state-led institutionalization and thus have drawn the
political tie for the core construct to affect the CSR performance. We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political tie on the CSR performance in China, using
the dataset for political ties at the top executive level in 246 Chinese listed
firms. We hypothesize that the CSR performance has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ith political ties, and that the relationship is weakened by
foreign ownership and regional marketization. The statistical findings support
all hypothese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market mechanism replaces the
policy directive in making the benevolent behaviors although the government
still exercises influences on the firms’ action.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theorizing that firms’ government mandatory CSR performance
changes with the variations of public pressure. Especially, examining Chinaspecific phenomenon enables a new perspective when studying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a transition economy.
<Key Words> CSR policy, political ties, foreign ownership, regional marketizati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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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as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due to heightened interest in firms’ social behaviors. Prior studies indicate
that implementing such prosocial activities may benefit the firm from the
perspective of resource access, financial performance improvement, and
reputation enhancement (Kahreh et al., 2014; Liu et al., 2018; Rahman &
Ismail, 2016; Usman & Amran, 2015). Against this background,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motivation of CSR, which emphasized the pressure
from the external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he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requirements (Muttakin et al., 2018; Petrenko et al., 2016). The
existing CSR research investigates the motivation and consequences of
engaging i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t emphasizes the pressure from
the legal or political system environment as a determinant of the CSR
behaviors (Lam & Maria, 2014; Lin et al., 2015). Firms have dealt with the
institutional pressure by developing an exchange relationship with governments
(Liu et al., 2018).
In China, state intervention has been strong in the economy (Huang &
Zhao, 2016). With a rising 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China began to
stress that firms must not place profit-seeking above social morality and
public welfare. Over the two decad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actively directed the country away from the blind pursuit of economic
benefits. At the same time, it has also addressed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 first, from introduction of “labor rights protection” in 1994 to the
“harmonious society” in 2006, economic development has become the goal
for the government action of all aspects. Second, the Chinese public has
demanded more social contribution to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social
irresponsible behaviors of the high-profile businesses. Due to increasing
social problems and public pressures, the government has stepped up its
requirement for firms to behave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Lee et al., 2017).
However, while effectiveness of the CSR policy was tested in various
study, the government-CSR performance link, combined with the environmental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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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has hardly been studied (Huang & Zhao, 2016). In order to fill the
gap, we examine the effects of political ties on the CSR performance in
China, and the moderation of foreign ownership and regional marketization
for the environmental variables. Empirical test goes through collection of
1,476 CSR performance of 246 Chinese listed firms during 2009~2014. As
the largest emerging economy, CSR is largely government-oriented in
China (Marquis & Qian, 2014). Given China’s economic transition, China
offers a good setting to test the political tie-CSR performance link.
The present study develops three main contributions to the literature.
First, it differs from extant CSR literature by introduced the history of
China’s CSR policy, which we draw political pressure as the main driver.
Second, we empirically test the effects of political pressure on the corporate
CSR performance, using a proxy of political ties. Finally, our findings stress
that the effects of political ties, although strong, may be weakened as
China accelerates market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context-specific
antecedent may enrich the knowledge in the field of CSR, allowing for a
new perspective when studying and examining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a transitional economy. This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it presents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CSR policy development in China. Next, hypothesis
building, methodology, and the statistical results are provided. Finally, we
discuss and conclude the paper.

Ⅱ. Literature Review
1. History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olicy in China
Often, Chinese media reports unethical and unsupervised behaviors in
business. The behaviors include social misdeed, environmental violations
and degradation. Chinese government should tackle them along with the
problems such as energy scarcity, air pollution, labor issues, food security,
and income inequality (Yin & Zhang, 2012). In that background, new CSR
regime emerges. Strong state intervention has made the government itself a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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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takeholder of CSR in China (Moon & Shen, 2010). Many measures
show that CSR is now a clear policy goal to cure the problems (Lam &
Maria, 2014). The government further enforced the legislation for CSR as
mandatory (Britzelmaier et al., 2012). As the CSR policy changed over time,
the history is categorized into three periods: initi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stage based on the significant changes of target, aim and
bounds.

1) Initial stage (1994~2005)
During this period, China was speeding up the transition from a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With growth of private firms and the
steady advance in the corporate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the government began to prepare for a more relaxed policy and legal
environment to guide corporate benevolent behaviors. The 1994 Company
Law could be viewed as the original source for CSR in China, which did
not explicitly mention CSR, but contained language about the employee
rights. It required that firms conform with business ethics and allow
consumers, communities and stakeholders to monitor corporate actions. It
was the beginning that Chinese government mandated fulfill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third plenu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October 2003,
the Scientific Outlook of development was introduced and expressed as “a
people-oriented, comprehensive, coordin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to promote a comprehensive economic, social and human development,”
which offered theoretical support and reasonable explanation for what and
how firms to be socially responsible. To ensure effective supervision and
management using indirect regulation, the Law on Administrative Permission
was released in 2004 regarding the rights,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permission, which provided a legal basis for governments to
play a leading role in promoting and supervising CSR.

2) Development stage (2006~2012)
The main feature of this stage is that the content and objects of Chinese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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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public policies became more abundant. The CSR policy framework
gradually evolved in a manner that the focus, once only on the Chinese
firms, became expanded to foreign firms in China and Chinese firms
abroad. The contents expanded from labor rights protection to environmental
issues, and protection for ‘other’ stakeholders.
From 2006, CSR underwent a marked shift, as the Chinese government
explicitly recognized the concept of CSR for the first time, and started to
convey requirements by official policy documents to promote CSR. Thus,
elementary and general guidance was given to cultivate the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Chinese firms. In this stage,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firms started to publish reports containing CSR information due to a growing
number of initiatives (Kolk et al., 2010).
Company law enacted in 2006 stipulated that firms must undertake social
responsibilities, and the wor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as officially
coined for the first time. In the same year,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published the first CSR report, putting forward a clear point of view on
CSR in China. Afterward, many big, influential, listed firms joined the
practice of CSR reporting. Also in 2006, when China’s 11th Five-Year Plan
proposed the idea that China should pursue a more “harmonious society”,
the central government adopted “the scientific concept of development” as
a policy mandate, which also became the main principle of China’s CSR
policy framework. Given the focus on a harmonious society building and
scientific development, regulations and guidelines issued by the central
government expected large firms to be concerned with the welfare, the
environment and the public interests of the communities (Yin & Zhang,
2012). CSR was perceived as firms’ key contribution to achieve the goal of
“building a harmonious society”.
In 2008, earthquake occurred in Sichuan. The government paid more
attention to the implementation and practice of CSR in response to this
disaster, which resulted in the increase in charity responsibility policies
plus other social responsibilities such as quality of production, safety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When the economic crisis
hit in 2008, the government recognized that the crisis was triggered by a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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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of corporate social irresponsible on a massive scale (Hung et al.,
2017). Therefore,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he listed companies, the
two stock exchanges released notic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SR
reporting for listed firms. In 2008, the Shenzhen Stock Exchange released
the Guide on Listed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y to elaborate
requirements on CSR, and firms that are listed in the Shenzhen 100 index
are mandated to issue CSR reports from the fiscal year 2008 onward. In the
Shanghai Stock Exchange, “Notice on Strengthening Listing Companies’
Assumptions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Guideline on Listed Companies’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issued in May 2008. Since then, two
types of listed firms have been subject to CSR report issuance, including
those in the Shanghai Stock Exchange Corporate Governance Index, and
those that list shares overseas (Lee et al., 2017). Afterward, the requirement
of CSR reporting is compulsory for all firms listed in both stock exchanges.
Therefore, the number of CSR reporting has grown dramatically since 2009
(Huang & Zhao, 2016).

3) Improvement stage (2013~now)
From 2013 on, the main body participating in the formulation of CSR
policies chang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government at all
levels. Local governments in Shandong, Shanghai, or Beijing actively advocated
CSR behaviors. Compar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e public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have the advantage of easier identification and support
for firms to engage i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Yet, the current legal
system on CSR reporting in local government lacks standards, enforcement
consistency, and follow-up details. Although mandatory disclosure is more
effective than voluntary one in promoting full CSR disclosure, a mechanism
is still needed for voluntary CSR engagement. The voluntary CSR engagement
does not only improve the reliability and usefulness of CSR information,
but also promotes public participation in social welfare (Lee et al., 2017).
Overall, we suggest that China made great progress in developing,
adopting and implementing CSR policy frameworks. From the start, the
governmen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corporating CSR into laws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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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gulations for fast development in China. Table 1 summarizes the key
CSR policy changes.
<Table 1> Summary of key mandatory CSR guidelines in China
Year

Regulations

Contents

Initial stage, 1994~2005
1994 Company Law

- Specifying the rights of employees
- A company must not only comply with the
law but also observe business ethics

2003 Law on Work Safety

- Safeguards for work safety of business entities
- Rights and obligations of employees in work
safety

2003 Scientific Outlook

-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 Promoting a comprehensive economic, social
and human development.

2004

Law on Administrative
Permission

- Regulating the rights and principle of
administration permission and supervision for
governments at all levels

Development stage, 2006~2012

2006 Company Law (Revised)

- Explicit definition of CSR
- A company must comply with the law and
undertak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urse
of business activities

2006 Harmonious Society

- Mandating all governments to strengthen CSR
- Dealing with income gap

2006

Guide on Listed Companies’
Social Responsibility

Guide Opinion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Implementation
2008 for the State-Owned Enterprises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2008

Guidelines for CSR Compliance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Regulation on Environmental
2008 Information Disclosure
(Trial Edition)

-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le development
- Promoting CSR
- Central SOEs actively tak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being a model in CSR for
others.
- Mandating foreign-invested companies to
disclose CSR information to the public.
- Mandating environmental agencies and heavypolluting companies to disclose certain
environmental information to the public.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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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Contents

Guide on Listed Companies’
2008 Social Responsibility
(Shenzhen Stock Exchange)

- Mandating firms that are listed in the
Shenzhen 100 index to issue CSR reports.

Notice on Strengthening Listing
2008 Companies’ Assumptions of CSR
(Shanghai Stock Exchange)

- Mandating firms listed in the Shanghai Stock
Exchange Corporate Governance Index, and
firms that list shares overseas to issue the
CSR annual report.

2010

Regulation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Opinions on the Construction of
2012 Overseas Corporate Culture in
China

- Mandating environmental agencies and
heavy-polluting companies to disclose certain
environmental information to the public.
- Mandating for overseas companies CSR
engagement in term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oduct safety, and transparency
of business activities.

Improvement stage, 2013~now
Index System of CSR (Shandong)
- Mandating companies operated in Shandong
2014 Guidance on CSR reporting
to disclose CSR information to the public.
(Shando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2015 Requirements, Evaluation
Guidelines（Shenzhen）

- Mandating companies operated in Shenzhen
to disclose CSR information to the public.
- Encouraging companies to voluntarily declare
and participate in CSR activities.
- Criteria for evaluating company’s performance

Opinions on Promoting CSR for
2016 State-owned Enterprises in
Shanghai

- Overall requirements for state-owned
enterprises to engage CSR activities.

Guide Opinion on the CSR
- Determing the basic principles and goals for
Implementation for the State2016
state-owned enterprises controlled by Beijing
Owned Enterprises Controlled by
government to report CSR information.
Beijing Government
Source：Government Websites

The historical view shed light that in China, the pressure on firms to engage
in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primarily originates from public sectors defining
the rules for corporate behaviors. However, due to a lack of research attention
on the determinants of CSR, less empirical study has been found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fluencing corporates’ CSR.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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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litical CSR Pressure and Political Ties in China
In China, it is common that top executives in business are politically
connected to the government through having the state positions (Faccio et
al., 2006). Governments in China normally possess considerable control
over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hrough their control of firms and the
power to nominate, appoint, and review senior managers (Li et al., 2018).
Where institutional voids exist, the political connection tends to represent
firm’s legitimacy as an informal mechanism (Faccio et al., 2006). Chinese
government gives more pressure for CSR engagement through political ties
formed by business leaders holding government positions. Firms have
actively responded to this pressure and complied to obtain the status of
legitimacy (Lee et al., 2017). The role of government regulations in China,
particularly in the form of political ties, effectively enhance the restraining
role of government control (Zhang & Fang, 2013). Therefore, regulatory
pressure can significantly affect prosocial behavior in business with the
potential reward or punishment (Cheng et al., 2017).
In China, economic transition broke the unipolar power structure built in
the planning economy. In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state authority
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us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expanded significantly (Li et al., 2008). As a result, the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autonomy, moving beyond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ders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now even play the dominant role in business by directly or indirectly
intervening in economic activities and policy making.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paper develops hypotheses by considering the roles of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CSR performance. In this research,
political ties take the form that government officials serve or have served
as chairman, vice chairman of the boards of directors, or CEO at listed
companies (Muttakin et al., 2018). This form of relationship is often strong
because the same person has a place in both business and political
spectrums (Leste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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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heory and Hypotheses Development
1. Political Ties and the CSR Performance
In China, the top executives who are working or worked with the politics
are exposed to direct attentions from the government (Muttakin et al.,
2018). Since government prioritized sustainable development in its agenda
from 2006 (Luo et al., 2017), politically-connected firms will engage in
prosocial activities. Government involvement and interventions, as well as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are believed as a significant driver for
mandatory CSR (Petrenko et al., 2016). To address the pressure, firms may
employ legitimation strategies by responding to the governments’ expectations
(Kahreh et al., 2014). The higher the degree of political connection, the
bigger pressure is exercised on the firm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quality of CSR information reporting (Liu et al., 2018).
However, an excess of political ties may lead to the depression in CSR
performance. First, firms may use political ties to eschew regulatory action
that could originate from stakeholder pressure (Fisman, 2001). Top executives
holding key government positions are likely to help the firms through
relaxed regulatory oversight on CSR activities (Lester et al., 2008). Therefore,
firms with abundant political ties can obtain unique resources and shelter
provided by governments without responding to the social responsibility
requirements. Second, the government will force entrepreneurs to support
their regime and maintain its stability. Elaborated that politically-connected
French enterprises would adjust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roduction
plans to help current politicians run for re-election, which disturbs the
firm’s strategy (Bertrand et al., 2007). Firms with an excess of local political
ties will be requested to invest additional resources to support the government’s
rent-seeking activities which were a distraction from CSR performance (Lin
et al., 2015)

Hypothesis 1：In China, firms’ political ties will have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ith the CSR performance.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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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erating Effects
We examine foreign ownership because ownership structure matters for
the CSR evaluation (Yin & Zhang, 2012). Prior literature shows that CSR is
shaped by ownership types, such as institutional ownership (McGuinness et
al., 2017), state ownership (Marquis & Qian, 2014) and foreign ownership
(Cui & Jiang, 2012). The proportion of foreign shares promotes voluntary
CSR, stimulating firms to engage in high standard prosocial activities. The
reason is that foreign shareholders from overseas regulators and institutions
potentially play a monitoring role and can be expected to put more
pressure on management to disclose additional information (McGuinness et
al., 2017). That is, foreign ownership has the potential to make voluntary
prosocial activities a viable mechanism through which CSR information is
conveyed to stakeholders outside a firm. Then, the influence of government
on the CSR performance may be replaced by the foreign ownership. Thus,
we propose hypotheses as follows

Hypothesis 2：The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firms’ political
ties and the CSR performance is weakened by firm’s
foreign ownership.
Another moderator examines the market environment. As the biggest
transition economy, China presents variations in the degree of marketization
across regions and the CSR activities thus vary with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Lee et al., 2017).
The regional market development influences the process that political
ties act on the CSR performance. Mandatory CSR reporting makes it easier
for less informed stakeholders to acquire information on the CSR activities,
reducing their information disadvantages and decreasing information
asymmetry (Chen, et al., 2018). However, marketization enhances the
visibility of firms’ behaviors to social stakeholders by putting the enterprises
under the exposure of mass media (Murdock, 2010). This will mitig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rms and stakeholders (Liu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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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ensures the efficiency of stakeholder supervision on corporate
behaviors.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marketization, the visibility in the marketoriented region allows firms to convey reliable information about their
prosocial behaviors to the stakeholders (Gamerschlag et al., 2011), leading
to establishment of a good image and reputation for their operation in the
long-term. Therefore, being aware of such an external environment will
allow firms to act more consciously, which weakens the effect of government
coercion on CSR engagement.
Also, a region with a relatively high-level of marketization always possesses
a well-functioning legal system that secures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actors in areas (Cheng et al., 2017). Thus, it is unnecessary for firms to
actively respond to the government signals for obtaining the protection
provided by particular connected government sectors. Therefore, both the
central and local politically-connected enterprises which are operated in
the region with advancements in the marketization process are less like to
respond to the pressure from the government sector they are connected
with. Thus, we propose hypotheses as follows:

Hypothesis 3：The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firms’ political
ties and the CSR performance is weakened by the marketization
level where the firms are located.

Ⅲ. Methodology
1. Data and Sample
Our main dataset is based on CSMAR (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 a database that provides the firm-level information of all listed
firms in China, including political ties, foreign ownership and other basic
information. Next, following Luo et al. (2017), we accessed the evaluation
data on domestic CSR activities about Chinese firms. The evaluation is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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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by Rankins CSR Ratings (RKS), an independent rating agency,
and has been cited by McGuinness et al. (2017) and Marquis & Qian (2014)
that researched the CSR in China. We also collected regional marketization
data from the Nat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NERI) Index of
Marketization of China’s Provinces Report which covers 2009~2014. Due to
the time span for NERI Index, we limited the sample period to 2009~2014.
After excluding (1) firms in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ies, (2) firms with
missing data, and (3) firms having financial trouble or to cancel public
offering, our final dataset becomes a panel of 246 public firms, yielding a
total of 1,476 firm-year observations across 6 years.

2. Variables and Measures
Dependent variables. We use annual CSR performance for dependent
variable, measuring a composite of three dimensions, (a) macrocosm
evaluation, (b) content evaluation, and (c) technical evaluation and adding
a rating score. The variable ranges from 0 to 100. A higher score indicates
that the firm’s social actions satisfy more than the social needs, willing to
undertake the social responsibility than others.
Independent variables. We use political ties (Political) for the explanatory
variables. The CSMAR database provides a detailed political background of
top executives (chairman, vice chairman of board and CEO) at listed firms.
Database specifies a coded value of 1 if they have or had position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2, 3, 4, 5 in the province, city, county and village
government, respectively. In our study, treating government as a homogeneous
body, we measure political ties with a count variable that equals the
number of experiences by top executives at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The range of Political is 0 to 8.
Moderating variables. We use two moderators. First, in line with prior
research (Muttakin et al., 2018), we used the proportion of foreign
shareholders in the total shareholders to measure foreign ownership (Foreign).
Second, we used regional marketization level (Market), measured at the
province level. Marketization is measured in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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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nsactional development by NERI.
Control variables. We controlled for several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that potentially affect the CSR performance. First, firm size is measured
with employment (Employment) and asset size (Asset), taking a logarithm
value on total assets. Second, firm age (Age) is calculated as the number of
years since establishment (Marquis & Qian, 2014). Third, we controlled for
financial leverage (Leverage) because firms with higher leverage are more
likely to engage CSR reporting to shareholders (Li & Zhang, 2010). Fourth,
in the same vein, we controlled for ROA because better-performing firms
are more likely to perform CSR activities. Fifth, we controlled for Tobin Q
given that managers are prone to executive growth-oriented or risk-taking
investment decisions instead of engaging in CSR activities (Kao et al., 2018
). Sixth, we included Overseas using a dummy variable order to capture the
influence of overseas business on domestic CSR performance. Seventh, we
controlled for state share (State) to separate the effects of political ties on
the CSR disclosure (Marquis & Qian, 2014). Finally,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was included to control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dustry
competition and CSR.

Ⅳ. Results
To deal with possible reverse causality issues, this study used a one-year
time lag between the CSR performance and political ties (Li et al., 2018).
Hausman Test suggests that the fixed-effect is more proper than the
random-effect model. Therefore, the analysis uses the fixed-effect model.
We start with presentation of descriptive statistics. Table 2 reports the
pairwise correlation among the main variables in this study. The pairwise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are well below 0.772, and the highest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value in all analyses is 4.39, which indicates that
multicollinearity is not an issue to affect regre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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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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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s significance at the 0.0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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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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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ression results
Variables

Asset
Tobin Q
ROA
Leverage
Age
State
Overseas
Employment
HHI

(1)
0.042***
(0.006)
-0.546*
(0.246)
15.803**
(5.788)
0.010
(0.040)
-0.049
(0.076)
0.044**
(0.016)
2.692***
(0.555)
0.000
(0.000)
2.849**
(1.081)

Political2
Political

(2)
0.007
(0.010)
0.386
(0.395)
6.869
(9.815)
-0.071
(0.121)
0.524**
(0.196)
0.072**
(0.028)
-0.644
(0.902)
0.000***
(0.000)
4.035*
(1.855)
-0.779***
(0.223)
3.882***
(0.961)

(3)
0.041***
(0.006)
-0.496*
(0.247)
14.586*
(5.826)
0.012
(0.040)
-0.078
(0.077)
0.045**
(0.016)
2.220***
(0.569)
0.000***
(0.000)
3.059**
(1.100)
-3.487*
(1.613)
7.990*
(7.278)

(4)
0.039***
(0.006)
-0.553*
(0.246)
16.694**
(5.808)
0.010
(0.040)
-0.062
(0.076)
0.042**
(0.016)
2.523***
(0.567)
0.000*
(0.000)
3.273**
(1.112)
-4.166*
(1.737)
9.136
(7.262)

(5)
0.039***
(0.006)
-0.556*
(0.246)
16.498**
(5.817)
0.010
(0.040)
-0.067
(0.077)
0.041*
(0.016)
2.482***
(0.567)
0.000
(0.000)
3.382**
(1.112)
-4.143*
(1.734)
8.845
(7.255)

Political2*
Foreign

0.770*
(1.681)

-0.041
(0.213)

Political*
Foreign
Foreign

-1.691
(1.000)

-0.045
(0.442)

0.609*
(1.356)

0.275*
(0.123)

Political2*
Market

0.524*
(0.224)

0.520*
(0.224)

Political*
Market

-1.113
(0.931)

-1.068
(0.930)

-0.112
(0.547)
29.995***
(4.369)
Included
1,476
0.301

-0.158
(0.547)
30.265***
(4.370)
Included
1,476
0.303

Market
Constant
Year Dummy
Observations
R-squared

29.309***
(1.415)
Included
1,476
0.303

19.242***
(2.858)
Included
1,476
0.34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001,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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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sents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Model 1 is the baseline
model including control variables only. Model 2 introduces effects of
political ties on the CSR performance. Model 3 and Model 4 add the linear
term of two moderators and the interaction term of political ties and
moderators.
In Model 2, the coefficient of Political2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β = -0.779, p < 0.001), while the coefficient of its linear term is
positive (β = 3.882, p < 0.001). Thus, the political ties indeed have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ith the CSR performance, supporting
Hypothesis 1. Also, Model 3 shows that the interaction term of Political2
and Foreign is a significantly positive (β = 0.770, p < 0.05), suggesting that
foreign ownership alleviates the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ties and the CSR performance. Hence, Hypothesis 2 is
supported. In Model 3, the interaction term of Political2 and Market is a
significantly positive (β = 0.524, p < 0.05), which supports Hypothesis 3.
Model 5 includes all variables.
<Figure 2> Moderating effects of (a) foreign ownership and (b) regional marketization

In order to better discern the nature of the interactions, the moderating
effect of foreign ownership and marketiz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olitical ties and the CSR performance are illustrated by figures. Figure 2(a)
reveals that the inverted U-shaped relation between political ties and the
CSR performance contingent on the ownership structure they have. Figure
2(b) illustrates the inverted U-shaped relation between political ties and the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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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performance when the regional marketization is included as a moderator.
For firms who located in the region with high marketization, the inversed-U
shape is mitigated in such a way that the mandatory CSR performance
decreases with the number of political ties increases.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CSR literature has suggested that both the external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matter for CSR, and that
the political intervention tends to play a critical role in affecting the links.
Based on the historical review, we conducted an empirical to test the
inverted U-shaped link between firms’ political ties and the CSR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oreign ownership and regional marketization
on this link. Our dataset consists of the CSR activities of 246 Chinese
enterprises listed in Shanghai and Shenzhen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s of 2009-2014. The results show that political ties have an inverse
U-shaped relation with the CSR performance, and that both foreign ownership
and regional marketization mitigate the response of the CSR performance
to the political ties.
This study makes some contributions to the existing literature. First, it
contributes to CSR literature by analyzing policy documents is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unearth the guiding role of Chinese government
policies on CSR development in China. Second, our study also has extended
prior research on government-mandatory CSR activities by providing a new
insight into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ies and firms’ CSR performance.
We theorize that firms’ response to government pressure on CSR varies
with the increase of government interference. The result supports our
prediction. Thus, the political ties can be a double-edged sword (Marquis
& Qian, 2014), indicating that they may be powerful tools for controlling
firms’ behavior, but the efficiency on mandatory CSR engagement can be
decreased when government intervention exceeds certain extent.
Furthermore, this study makes the contextual contribution that focuses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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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lation between political ties and CSR in a transition economy by
providing insights into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firms’ ownership
structure. In particular, both the political ties and CSR in China are
distinctive from those in developed countries, such that this China-specific
approach could provi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business research. We
thereby enhance this field of research, allowing for a new perspective
when studying and examining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a transition
economy.

“This paper has not been published or is published in any other journal or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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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에 미치는 효과*

김미혜**ㆍ조려방***ㆍ곽주영****
1)

요 약
본 연구는 중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소개한다. 기업의
자선적 행동은 정부 정책에서 유도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검토는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춘
다. 이를 통해 본고는 CSR의 도입을 정부주도의 제도변화로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정치적
압력에 더 많이 노출될 정치적 연계를 CSR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 도출하였
다. 이어 이들 정치적 연계와 CSR 성과와의 관계를 상장기업 246개사의 최고경영진의
정치적 연계를 위주로 구성된 데이터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은 CSR 성과와 정치
적 연계는 역U자관계로, 외국인 지분과 기업 소재 지역의 시장화는 정치적 연계-CSR성
과를 약하게 조절하도록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을 통해 모든 가설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
는 여전히 중국에서 정부는 기업의 CSR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 기제의 설립이 심
화되면서 시장이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등 대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제시한다. 본
고의 학문적 공헌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기업의 정부 의무적 CSR 성과가 정
부의 압력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는 데에 있다. 특히, 전환 경제의 제도
적 맥락을 연구할 때 중국 특유의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CSR 정책, 정치적 연계, 외국인 지분, 지역 시장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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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취덕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박설연**ㆍ최명철***
2)

요 약
북경오리구이로 유명한 전취덕은 중국의 대표적인 라오즈하오 기업이다. 창업자 양전인
이 1864년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때 설립하여 지금까지 150년 이상 장수하였다.
전취덕과 같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역사ㆍ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상당하
기에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 낙오되면서 경영난에 처해있다. 전취덕은 중국의 라오즈하오 기업들 중에서
상위 10%내 우량 기업으로 약 160.95억 RMB의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화
에 적극 추진하여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본 연구는 전취덕의 발전과정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상세히 분석하고자 했으며, 각 시
기별의 변화를 서술하였다. 특히 신중국 설립 후 전취덕은 기업지배구조를 탈바꿈하여 국
유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였으며 여러 라오즈하오 기업들을 인수하
여 거대한 기업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전취덕의 성공 요인을 장수기업의 이론인 고객 지향
성, 응내성과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의 장수기업인 전취덕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라오즈하오 및
중국기업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전취덕, 라오즈하오, 고객 지향성, 응내성,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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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라오즈하오(老字號)’는 중국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중국 정부
가 지정한 전통기업 또는 전통브랜드를 일컫는다. 대부분 라오즈하오는 명ㆍ청 시대부
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중국 전통문화를 보유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수 기
업 또는 브랜드이다. 이들은 저마다의 스토리와 함께 각자의 전통을 살려 다양한 제품
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 관리 면
에서 시대 변화와 시장 트랜드를 따라가지 못해 도태되어 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라오
즈하오 기업은 중국문화와 전통의 상징적인 존재이며,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역사 및
문화적 가치도 높기에, 중국정부는 라오즈하오 기업의 재기와 발전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이런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일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꾸준
히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중 한국에도 잘 알려진 기업은 북경오
리구이 요리로 유명한 전취덕(全聚德)이라 할 수 있다.
2008 북경 올림픽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올림픽으로 중국의 위상을 크게 높
였는데, 그 공신 중의 하나는 전취덕의 북경오리구이이다. 북경 올림픽 선수촌에서 전
취덕 요리사들이 전통방식으로 북경오리구이 메뉴를 선보였는데, 세계 각국 선수들에
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당시 중국정부는 북경오리구이로 하루 300
마리를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매일 수요량이 700마리가 될 정도로 각국 선수들
이 매우 좋아했다.
1864년(청나라 동치(同治)황제 3년)에 설립되어서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취덕은 화로에 구운 오리를 얇게 썰어 전병에 파와 양념장을 싸서 먹는 음식이 주요
메뉴이다. 창업자 양전인(杨全仁)이 북경의 치엔먼(前門)거리에 있는 건과 가게를 인수
하여 오리구이를 팔기 시작하여 북경을 상징하는 전통 식당으로 자리매김하고 북경 명
물 중의 하나가 되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는 식당이기도 하다. 현재는 단순한 전
통 식당을 넘어서 요식업 기업집단으로 성장하여 중국 전역에 100여 개의 체인점을 개
설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에도 진출해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1)
하지만 이런 폭넓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취덕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보면, 라오즈하오 기업과 전취덕의 역
사와 유래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상세히 조사한
연구나 체계적인 경영이론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은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전취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장수기업에 대한 경영이론에 입
1) 전취덕 공식 홈페이지(https://www.quanjude.com.cn/ 검색일：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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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그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중국 라오즈하오 명칭의 유래,
특징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어 전취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전취덕
의 성공요인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장수기업의 성공요인과 현대화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한국 장수기업의 발전에도 이바지 하고자 한다.

Ⅱ. 라오즈하오의 이해
1. 라오즈하오의 유래
2006년 4월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중화 라오즈하오’인정 규범(시행)>을 반포하여
라오즈하오의 공식 명칭을 ‘중화 라오즈하오(China time-honored brand)’로 확정하
였다. 그리고 당해 4월 14일에 <商務部 ‘중화 라오즈하오 진흥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배포하였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중화 라오즈하오’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
렸다. 즉, 중화 라오즈하오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대대로 전승되는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며, 뚜렷한 중화민족의 전통문화와 깊은 민
족문화에 바탕을 두고, 사회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 50
년 이상 된 브랜드를 소유해야 한다. <표 1>은 기업들이 상무부가 인정하는 ‘중화 라오
즈하오’에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정리하였다.2)
<표 1> 중화 라오즈하오의 기본 조건
구분
1

신청 조건
상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다.

2

1956년(포함) 이전에 창립한 것이다.

3

독특한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전승하였다.

4

중화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는 기업 문화가 있다.

5

중화 민족의 특색과 뚜렷한 지역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고 역사적인 가치와 문화
적인 가치가 있다.

6

신뢰도가 높으며, 광범위하게 사회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7

중국본토 또는 홍콩/마카오/대만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경영 실적이 좋고 지속적인
발전 능력이 강하다.

출처：중화인민공화국 商務部 공식 홈페이지(http://ltfzs.mofcom.gov.cn/article/aw/201209/20
120908348719.shtml 검색일：2020. 12.01)
2) 중화인민공화국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gov.cn/gzdt/2006-04/26/content_266413.htm 검색일：2020.12.27)

- 31 -

｢경영사연구｣ 제36집 제1호(통권 97호)

2021. 2. 28, pp. 29~46.

신중국 설립 초기, 라오즈하오와 같은 전통기업은 만 개가 넘었는데 1991년 정부기
관에서 조사된 전통기업은 1,660여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2006년 10월 상무부는 라
오즈하오로 신청한 967개의 기업들을 심사하여 그 중 434개에 대하여 라오즈하오의
인증을 부여하였다.3) 2010년 7월 상무부는 2차 심사를 거쳐 345개 기업에 대하여 추
가로 인증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라오즈하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779
개라고 볼 수 있다.4)

2. 라오즈하오의 현황
1) 역사문화적 가치
라오즈하오로 인증된 기업은 1956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길게는 명ㆍ청 시대
를 거쳐 대대로 전해 내려왔기에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
를 들면 학년당(鹤年堂, 의약)은 1405년에 창립했고 지금까지 600년 넘은 역사가 되었
다. 중국 명나라 가정(嘉靖) 9년 1530년에 세워진 육필거(六必居, 식품)는 490년의 역
사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 대순재(大顺斋, 식품), 왕치화(王致和, 식품), 영보재(荣宝
斋, 서예), 장소천(张小泉, 가위), 오유태(吴裕泰, 차) 등 ‘중화 라오즈하오’ 기업들도 여
러 시대의 흥망성쇠를 경과하면서 역사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다.
또한 라오즈하오 기업의 점포는 건축 형태, 문패 또는 경영 방식 면에서 지역 및 시
대의 풍습과 전통을 상징하고 있기에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
람들은 루외루(楼外楼, 요식업)라고 하면 항저우 서호(杭州 西湖)를 떠올리고, 마오타이
(茅台, 주류)는 구이저우(贵州)의 상징이 되었고 전취덕(全聚德, 요식업)은 북경을 상징
하는 라오즈하오이다. 이들은 중국 전역에 넓게 분포되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
화의 상징이 되었다.

2) 브랜드 및 시장 가치
‘중화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현대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전통기술과 품격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화 라오즈하오 중 식품제조 가공업과 요식업에 속한 기업들이
약 64%를 차지하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색, 향, 미, 형을 갖춘 식품 또는 음식
으로 오랫동안 유명세를 타고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맛과 품질로 인정받아 높은
3) 중화인민공화국 商務部 공식 홈페이지(http://file.mofcom.gov.cn/article/gkml/200804/2008
0494511595.shtml 검색일：2020.12.01.)
4) 중화인민공화국 商務部 공식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aarticle/b/g/201108/20
110807688840.html 검색일：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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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쌓았고 대중적인 영향력과 지명도를 가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오랜 역사
의 변천에서도 변함없는 무게감과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충성도 높은 고
객층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뛰어난 브랜드 가치와 기업평판을 만들어냈다. 중국브랜드
연구원에서 2006년과 2007년에 전통 라오즈하오의 브랜드 가치를 조사하여 순위를
매겼다. 2006년 조사에서 중화라오즈하오 브랜드 가치 1위는 동인당(同仁堂)으로 29.55
억 RMB(元), 2위는 항원향(恒源祥)으로 25.52억 RMB, 3위는 운남백약(云南白藥)으로
25.19억 RMB로 발표되었다. 2007년 조사에서 2006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브랜드
가 들어오면서 순위에 큰 변화가 생겼다. 발표된 2007년 조사에서 라오즈하오 브랜드
가치 1위는 마오타이(茅台, 145.26억 RMB)이고 2위는 우량예(五糧液, 130.42억 RMB)
이고, 3위는 리췬(利群 51.19억 RMB) 순이었다. 전취덕은 2006년 브랜드 가치 조사
에서 10위, 15.36억 RMB로 결과가 나왔고 2007년 조사에서는 14위, 16.13억 RMB
로 결과가 나왔다.5) 또한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시장가치를 실현
하고 유입된 자본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한다(柴乔杉, 2020). 2015년 기준
39개의 라오즈하오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하였다(周林, 2016).

3) 운영 현황
2006년 12월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라오즈하오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즈하
오 기업들은 식품 가공, 요식, 백화점, 의약, 서비스, 공예미술, 방직, 인쇄 등 여러 업
종을 포함하고 있다. 업종 분포를 보면 식품 가공업이 선두를 달리고 그 다음은 요식업
인데, 이 두 가지 업종의 라오즈하오 기업들을 합치면 전체 라오즈하오 기업의 약 64%
를 차지한다. 지역별, 역사적 그리고 경제적 발전의 차이로 인하여 라오즈하오의 지역
분포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명ㆍ청 시대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 즉
역사적으로 문화중심지 또는 상업중심지에 분포되어 있다. 기존에 있었던 1,600여 개
의 전통기업들의 자료를 보면 상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273개가 있었고 다음으로 북
경에 174개가 있었다. 상해, 북경, 천진 세 개 도시에 분포된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전
체의 1/3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세 도시가 역사적으로 중국내 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었
던 중요한 도시였음을 보여준다.
신중국 설립 후, 제도 및 환경 변화와 질풍노도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라오
즈하오 기업들이 강제로 문을 닫기도 하였다. 그리고 1978년 개혁개방이후 치열한 시
5) 중국브랜드연구원은 2006, 2007년에만 조사 및 발표를 진행하여, 그 이후의 발표된 자료가 없음.
2006년 조사 및 발표 내용은 하기 사이트에서 발췌함.
(http://news.ppzw.com/Article_Print_69556.html, 검색일：2020.11.24.)
2007년 조사 및 발표 내용은 하기 사이트에서 발췌함.
(http://www.jidee.cn/mnewsView.asp?cid=3&kid=1942, 검색일：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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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쟁에 적응하지 못하여 몰락한 라오즈하오 기업들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라오즈하
오 기업들은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창업자 가문이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다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 2006년 12월 상무부에서 발표한 ‘중화 라
오즈하오 발전보고’에 따르면 라오즈하오 기업 중 70%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20%는 장기적인 적자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고 10%만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라오즈하오 대부분이 특정 산업 즉 식품, 요식업, 중의약, 의류 등에
집중되어 있고 단일한 제품만 취급하고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에 성장 동력에 한
계가 있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라오즈하오 자체
적으로도 생존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俞静根, 2007). 정부의 정책지원은 라오
즈하오의 시장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현대적인 경영기법 도입, 인터넷 플랫폼의 구축,
브랜드 홍보, 자본시장 적응에 필요한 지원과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다.6)

Ⅲ. 전취덕(全聚德)의 역사와 발전과정
전취덕(全聚德)은 북경의 대표적인 라오즈하오 기업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라오
즈하오 기업 중에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청(清)나라 同治 3년(1864년)에 개
점한 북경오리 전문음식점으로서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취덕은, 특색있는
오리구이 요리로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특히 외국인들로부터 “중화 제일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취덕의 역사
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1860~1900년
전취덕의 설립자는 양전인(杨全仁)으로, 그는 처음 북경에 왔을 때 치엔먼(前门)에서
닭과 오리고기를 팔았다. 양전인은 오리고기 장사를 잘 했었고, 장사를 하면서 많은 오
리를 황실에서 사가고, 그 오리들로 오리구이를 만드는데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황제의 음식을 백성들도 먹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부지런히 돈을 모아, 1864
년에 도산 위기에 빠진 ‘덕취전(德聚全)’이라는 건과 가게를 인수하였다. 풍수가의 권유
에 따라 가게의 상호는 구(旧) 상호를 거꾸로 해서 즉 ‘전취덕(全聚德)’이라고 정하였다.
이어서 그는 깊은 조예가 있는 서예가를 불러서 ‘全聚德’ 금자간판을 만들고 가게 정문
6) 중화인민공화국 商務部 공식홈페이지(http://ltfzs.mofcom.gov.cn/article/ae/201702/20170
202509000.shtml, 검색일：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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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걸었다. 이 간판 글씨가 기운이 있고 필력이 좋아 보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었다고 전해진다.
양전인은 ‘좋은 요리사, 좋은 지배인, 좋은 사장이 있어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정상급의 오리구이 요리사를 백방으로 수소문
하여 궁중 요리사 전력이 있는 주방장을 어렵게 초빙하게 되었다. 초빙한 주방장 덕분
에 전취덕은 청나라 궁궐의 오리구이 요리에 관하여 거의 모든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
다. 가마를 좀 더 크고 넓게 변경하여 한 번에 십여 마리 오리를 구울 수 있는 걸이식
가마(挂炉)로 바꾸고 굽는 동안 가마 안으로 오리를 더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취덕
에서 구운 오리는 색깔이 대추색으로 산뜻하며 외형이 참 먹음직스럽게 보였으며, 오
리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고기는 부드럽다. 맛이 신선하고 향기가 좋았으며, 기름기가
많아도 느끼하지 않고 기름기가 적어도 텁텁하지 않았다. 당시 전취덕은 ‘북경 맛집은
전취덕 식당이 제일이다’라는 명성을 얻었다.
양전인이 사업수단을 잘 발휘하였기에 전취덕은 나날이 성장하였고 당대 유명한 식
당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신선한 재료를 사
용하고, 주방장의 요리솜씨가 훌륭하고 요리 과정이 체계적이다. 통오리 구이는 전취덕
의 주요 메뉴이며, 품질 좋은 오리를 고르는 것부터 사육, 도살, 그리고 굽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둘째는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다른 가게에 비해
좋았고 고객들에게 늘 친절하였다고 한다(李燕山, 2008).

2. 1900~1949년
1890년경 양전인이 병사 후, 둘째 아들인 양경무(杨庆茂)가 전취덕을 운영하기 시작
하였다. 그는 사람을 구해 전취덕 식당을 안팎으로 깨끗이 칠하였고 대문에다 간판 3
개를 올렸다. 왼쪽은 ‘老炉铺(오랜 가게)’, 오른쪽은 ‘鸡鸭店(닭과 오리 가게)’, 중간에
는 금자 간판인 ‘全聚德(전취덕)’이다. 대문 양측에 밝은 동색의 간판도 두개를 걸었다.
각각 ‘실내에 아담한 술자리가 있음’과 ‘제철 요리들을 제공하오니 편하게 즐기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1912년에 양경무는 이자명(李子明)이라는 지배인을 고용했다. 이자명은 총명하고 유
능할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덕분에 양경무에게 좋은 아
이디어들을 내어 많은 위기를 해결하였다. 이 시기에도 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정세가 복잡했다. 이자명은 군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일정하게 타협하면
서 가게를 운영하였다.
한편 이자명은 직원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일부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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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부를 총괄하는 직원은 이자명과 갈등이 생겨 떠났고, 얼마 후 전취덕에서 멀지 않
은 곳에 ‘화영전(华赢全)’이라는 오리 구이집을 개업하고 전취덕과 거의 똑같은 메뉴로
운영하면서 전취덕과 경쟁하였다. 하지만 얼마 안가서 도산하였다.
1930년에 양경무가 죽게 되면서, 이자명의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의 후손이
아닌 이자명에게 전취덕을 맡겼다. 이자명은 전취덕이라는 가족기업에서 첫 전문경영
인이 되었다. 사실상 이자명의 경영 능력은 양씨 부자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불과 3년
의 짧은 기간에 이자명은 양씨 부자가 진 빚을 모두 갚았다. 1930대 후반 일본 침략과
내전 등 중국내 정세의 악영향으로 전취덕과 경쟁하던 많은 식당들이 도산했지만, 당
시 전취덕은 전성기를 구가했고 오리구이의 맛과 품질은 북경에서 최고라고 명성을 얻
었다. 이자명 이후 또 다른 전문경영인이 계승한 후, 1848년에 양경무의 맏아들 양규
요(杨奎耀)는 전취덕의 경영을 이어받으면서 창업자 가족이 다시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
다(李燕山, 2008).

3. 1950~1980년
신중국 설립 후 1952년 양전인의 4세대 후손인 양부래(杨福来)가 전취덕을 경영하
였는데 당시 전취덕은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처해 있었다. 양부
래는 전취덕의 휴업을 정부기관에 신청하게 되는데, 북경시 정부에서 전취덕과 같은
유명한 전통기업을 폐업하게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6월 1일 공사합영(公私合营)
을 발표하였다. 공사합영은 정부가 전취덕의 기존 자산에 해당하는 똑같은 자금을 투
자함으로써 합자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을 가리키며 전취덕은 북경의 첫 번째 공사합영
시범기업이 되었다. 양부래는 사측 대표로 부사장 직위를 맡게 되고 정부 측에서 대표
를 한명 파견하여 사장 직위를 가졌지만 부사장이 일상적인 경영업무를 관리하도록 하
였고 사장은 직원 관리와 부사장 감독을 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1962년 7월 전취덕은 10만 RMB를 투자하여 치엔먼(前門) 골목에 위치했던 전취덕을
확장 건설하여 치엔먼 대로변으로 정문을 배치하였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서 합법적인 대표 자격을 취득하면서, 많은 외교활동이 필요했다. 외교업무를 담당하던
주은래(周恩來) 총리는 해외의 손님들을 접대할 장소로 전취덕의 지점 확장에 관심을 가
졌다. 1977년 주은래 총리 서거 후에야 전취덕의 지점 확장을 추진할 수 있었고, 1979
년 4월 허핑먼(和平門) 근처에 제법 큰 규모의 전취덕 지점을 완공하였다. 전취덕 허핑먼
(和平門) 지점은 국가 원수 및 해외 귀빈들의 접대가 주목적이어서, 안전성과 보안성을
국가 최고 등급으로 반영하여 건설하였다. 1979년까지 전취덕은 치엔먼(前門)점, 허핑먼
(和平門)점, 왕푸징(王府井)점 등, 총 세 개의 지점을 보유하였다(李燕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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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0~2019년
1992년 이전까지 전취덕의 세 개 지점은 각자 확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경영하였다.
그러다보니 전취덕은 브랜드의 대외적인 홍보, 효율적인 관리 및 규모의 경제 측면에
서 한계를 느꼈다. 당시 중국이 한창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던
시기여서, 전취덕은 중국 요식업에 뛰어드는 맥도날드와 같은 해외 다국적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력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현대적인 로컬 요식업체들과도 경쟁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북경시 정부가 주선하여 전취덕의 세 개 지점과
기타 중국내외 연관 기업들을 통합하여 1993년 5월 중국북경전취덕그룹을 설립하였다
(李燕山, 2008).
1994년 6월, 중국북경전취덕그룹은 다른 5개 기업과 협력하여 중국북경전취덕주식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2005년 전취덕은 사천반점(四川饭店), 방선반장(仿膳饭庄), 봉택
원반점(丰泽园饭店) 등 라오즈하오 기업들과 인수합병하고, 명칭을 중국전취덕(그룹)주
식유한회사로 변경하여 많은 역사적인 음식점들을 보유한 요식업그룹으로 발전했다.
2007년 11월 중국전취덕(그룹)주식유한회사는 심천(深圳)증권거래소에서 성공적으로
상장하였다. 전취덕의 국유지분을 집중 소유한 북경시 수도여행그룹(首旅集團)이 2019
년 기준 중국전취덕(그룹)주식유한회사의 42.67%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
는데, 수도여행그룹은 북경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직접 소유한 국유기업이기 때
문에 전취덕도 국유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13년 해외 IDG자본과 화주주점이라

출처：罗金龙 (2017), 2019년 9월 30일 기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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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국제자본의 투자도 유치하였다. 2016년 말까지 전
취덕그룹은 21개 성(省)ㆍ시(市)에 106개 관련 기업들을 보유했는데 그 중 직영 자회사
는 36개이고 라이센싱 기업은 70개였다. 또한 전취덕은 국제화에 본격 합류하여 미얀
마,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국가에도 지점을 개설하였다(罗金龙, 2017). 전취덕
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라오즈하오 기업들 중 상위 10%의 우량 기업
으로 인정되어 라오즈하오 기업들의 롤 모델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World Brand
Lab이 2016년 “중국 브랜드 랭킹 500”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취덕은 브랜드 가
치가 160.95억 RMB로 측정되어 195위를 차지하였다.7)

Ⅲ. 전취덕의 성공요인
전취덕은 북경의 대표적인 라오즈하오 기업으로서 150년 이상 존속한 성공적인 장
수기업이다. 장수기업의 특성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였는데 백유성(2012)은
장수기업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고객 지향성, 응내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
고 제시하였다. 이 중 응내성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으로,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
운 루틴(routine)을 형성해야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
용욱(2007)은 기업 장수의 요건으로 내부 요인의 혁신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였다. 윌리엄 오하라
(William T. O’Hara, 2004)는 200년 이상 장수한 가족기업 20개를 대상으로 4년간
에 걸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장수기업의 특징으로 고객 지향성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
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취덕이 중국의 대표적인
장수기업으로 성공하게 된 요인들로 고객 지향성, 응내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1. 고객 지향성
전취덕의 창업자가 궁궐 오리구이 요리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궁중
요리사 이력이 있는 주방장을 어렵게 초빙하여 고객들을 사로잡았다. 오리 구이는 재
료의 배합 및 불의 강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 고유한 맛을 백년 넘게 유지하기 위하
여 전취덕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눈높이가 높아져버린, 까다로운 고객의 입맛
7) World brand lab 홈페이지(http://www.worldbrandlab.com/brandmeeting/2016china500/
brand/brand4.htm, 검색일：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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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취덕에게 체인점들의 맛을 통제 및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비법을 데이터화하고 전취덕 오리구이 전문소스를 제작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또한 독일의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전취덕 전용의 디지털 오리구
이 오븐을 개발하여 불의 강도를 체인점마다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고객의 취향에 따
라, 맞춤형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다. 100년 이상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장 기본
적인 네 개의 메뉴에서 시작한 전압석(全鸭席) 세트 메뉴를 오리의 여러 부위로 400
여개의 메뉴까지 확장하였다. 2015년에 체인점 관리를 위하여 50+40 메뉴로 추렸는
데, 이중 50개 메뉴는 본사에서 메뉴를 확정하여 체인점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추가
40개 메뉴는 체인점들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전취덕은 소비자들이 전취덕에서 맛있는 오리구이요리 뿐만 아니라 청나라부터 전해
져온 전통문화 체험을 원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이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도서, 영화,
연극 등 제작에 지원하거나 참여하였고, 전시관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2014년 전취덕
허핑먼(和平門)점 7층에 1,000㎡ 규모의 전시관을 구성하여 손님들이 식사전후 전시관
에서 전취덕의 역사를 관람하고 오리구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张景云ㆍ
周野, 2017).
전취덕은 시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의 제휴도
폭넓게 진행하였다. 소비자들로부터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취덕은 북경
오리구이에 잘 곁들일 수 있는 와인을 골라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명 와인기업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질 좋은 프리미엄 와인을 공급받았다. 또한 전취덕은 자체의 고급 브
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중국내 항공사와 협력하여 퍼스트클래스의
기내식에 전취덕의 오리구이 요리도 포함시켰다. 첨단기술로 기내식의 오리구이 맛을
음식점의 맛과 비슷하게 잘 살려, 기내식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항공사와의 협력을
윈윈으로 이끌었다.

2. 응내성
전취덕은 1864년 창립이후 청나라의 멸망, 내전, 항일, 신중국 설립 등 파란만장한
역사적인 대변동기를 거쳐왔다. 격동적인 환경 변화에 전취덕은 끊임없이 적응하여 지
금까지 생존한 라오즈하오기업이며, 장수기업의 특징인 응내성을 잘 보유한 기업이라
고 볼 수 있다. 1949년 신중국 설립 후 전취덕은 내부혁신인 구조조정까지 감행하면서
기업지배구조면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서 기업 변신에 성공하였다.
많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신중국 설립 후 공사합병을 통하여 대부분 중국정부가 소
유한 기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전취덕도 이 시기에 경영난에 봉착하여 1951년 국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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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유입함으로써 사실상 국유기업으로 전환하였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구조조정을 거쳐 국유자산을 대표하는 수도여행그룹이 전취덕의 최대주주가 되고 책임
유한회사의 기업형태를 취하였다. 2007년 심천증권거래소에서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자본 규모를 키우게 되었고, 2013년 해외 IDG자본과 화주주점이라는 전략적 투자자
를 유치하면서 국제자본까지 받아들었다. IDG자본과 화주주점은 전취덕이 국내 기타
지역 및 해외에 체인점을 확장하고 국제적인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전취덕은 1998년 12월 미얀마에 첫 해외지점을 개설한 후, 현재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에 전취덕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다. 자본력은 또한 전취덕 그룹이 규
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체인점을 확장하고, 체인점 점포도
점포 규모나 지리적 위치에서 임대료가 비싼 부동산을 대여할 수 있었고, 산하 방선반
장(仿膳饭庄), 봉택원반점(丰泽园饭店), 사천반점(四川饭店) 등 여러 라오즈하오 브랜드
를 묶어서 마케팅을 함으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특히 중앙부엌을 건설하
여 가치사슬의 공급부터 생산까지 규모화를 달성하여 원가를 인하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었다(杨遥ㆍ宫润华ㆍ段朋飞, 2018).
국유기업의 자격으로 정부에서 개최하는 많은 국내외 대형 행사에 초대받을 수 있었
고 전취덕 브랜드의 홍보를 한층 강화하였다. 올림픽, 세계박람회, APEC 등 행사에서
여러 나라의 귀빈들에게 오리구이를 시연하고 미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로
의 브랜드 홍보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는 국내외 여행객들이 중국 북경에 오면 전
취덕은 무조건 방문해야하는 맛집이라는 인식을 형성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전취덕의
점포는 통상 여행객들의 이동량이 많은 역사유적지 또는 기차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이런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전취덕은 간판을 크게 제작하거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
여 자체브랜드를 홍보하였다. 전취덕은 라오즈하오에서도 상위 브랜드로서 관광객들이
북경에 여행할 때 필히 들리는 식당이고, 또한 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연회나 회식
장소로도 많이 활용되어왔다.
이전에는 VIP 마케팅으로 상당한 고객층을 정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2년 말 중국정부에서 반부패 정책으로 정부 직원들의 “三公消費”(삼공소비：공적
업무에 발생하는 비용)를 제한하면서 전취덕의 영업실적도 현저히 하락하였다. 이 문제
점을 해소하고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취덕은 고객층을 3인가족8)과 젊은 소비자
들에게로 확대할 전략을 세웠다. 점포 인테리어를 “작고 아름답게”로 컨셉을 바꾸기 시
작했다. 점포 매장 면적을 2000㎡로 제한하고 메뉴수도 2016년에 40+40으로 축소하
고 메뉴의 정교화를 구현하였다(枢楠, 2015).
8)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생육 정책(计划生育政策)이 실시되어, 일반적으로 가정마다 1자녀
만 두게 되었다. 이에 보통의 가정은 부모와 한 자녀로 구성되어 3인 가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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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시대에 부응하여 젊은 소비자들의 패턴에 맞추어 인터넷상에서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로 좌석 및 메뉴 예약서비스를 진행하였다. 또한 자
체 배달 서비스 플랫폼도 내놓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메이투안(美团)과 바이두
(百度) 등 배달 전문 소셜 커머스에 진입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배달 및 유통경로도 구
축하였다. 소비자들이 전취덕에서 식사 후 서비스와 맛에 대하여 모바일 및 인터넷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점포의 서비스 및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张景云ㆍ周野ㆍ王勇, 2017).

3. 사회적 책임
전취덕의 창업자 양전인은 경영 철학으로 성실성과 도덕성을 강조하였으며, 간판에
도 덕(德)자를 포함하여 가게 명칭을 “전취덕(全聚德)”이라고 지었다. 양전인은 본인이
직접 좋은 오리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을 뛰어다니고, 오리를 가게에서 며칠
기른 후 도축부터 손질까지 직접 관리하였다. 가게가 번성하면서 오리를 키우는 기간
을 늘리고 나아가서 북경 교외에서 오리농장을 인수하여 오리 사육 기지를 구축하였
다. 오리 성장의 전체 과정을 전취덕식 프로세스로 관리함으로써 오리의 품질을 제고
하고 보증할 수 있었고 이로써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였다(梁慧,
2013).
중국 섬서성(陜西省) 북부에 위치한 연안(延安)시는 중국공산당의 혁명의 성지라고
불리는데, 전취덕은 연안 지역의 발전에 많이 기여하였다. 1996년 연안시에 “전취덕
희망학교”를 설립하여 약 300명 어린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8년 5
월 사천성(四川省) 문천(汶川) 대지진이 발생하자, 전취덕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신속하
게 헌금을 모아서 피해지역에 기부하였다. 짧은 시간 내에 전취덕은 회사와 직원들 명
의로 총 347만 RMB가 넘는 현금과 20여만 RMB의 생활필수품을 기부하였다. 이후
사천대지진 1주년 기념행사로 피해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도 하
였다. 이 외에 전취덕은 정기적으로 어려운 어린이 환자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자원
봉사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梁慧, 2013).
중국을 대표하는 라오즈하오로 전취덕은 다양한 국가행사에 초대받고 행사에 따른
인력과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여 국가와 지역의 국가원수와 정치인들을
접대하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APEC, 일대일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등 국제행사
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중국의 국제협력에 많은 기여를 했다.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영국 총리 에드워드 히스, 독일 총리 헬무트 콜 등 여러 국가원수들이 전취덕의
오리구이를 매우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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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전취덕은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대표적인 장수기업이다. 대부분 라오즈
하오 기업들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담고 있고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 파워를 바
탕으로 상당한 기업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라오즈하오 기업들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많은 라오즈하오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경
영난에 처해 있다. 전취덕은 라오즈하오 기업들 중 상위 10%의 우량기업으로, 본 연구
는 전취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상세히 조사하고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라오
즈하오 기업들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장수기업의 이론적 배경으로 전취덕의 성공 요인을 고객 지향성, 응내
성,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취덕은 창립부터 150여년 동안 줄곧 고
객의 만족을 가장 우선시하고 고객의 취향이 변화됨에 따라 변화와 적응을 끊임없이
진행해왔다. 요리 방식에서 전통적인 숯불 가마구이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 디지털
오븐 구이를 시도하기도 하고, 와인기업과 항공사와의 제휴까지 진행하여 소비자의 취
향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오고 있다. 신중국 설립 후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지배구조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국유기업으로 전환하였다. 2007년
심천(深圳)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자본력으로 사업 확장과 국제화에 합류하였다.
중국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에 들어서자, 점
포 규모를 축소하고 메뉴를 정교화하여 소비자 맞춤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취덕
은 유명한 라오즈하오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뿐만 아
니라 국가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는데 이 또한 전취덕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높
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고객 지향성, 응내성, 사회적 책임은 서로 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며 선순환을 촉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장수기업 특히 국유기
업 특성을 가진 라오즈하오 기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수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
써 중국과 협력하는 한국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의 장수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취덕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중국 요식업은 진입장벽이 낮으며, “四高一低” 즉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용이 높
고 이윤이 낮은 산업구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취덕은 2012년 실적면에서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다. 경제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타 지역 및 해외에
진출한 가맹점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2020년 COVID-19
사태로 전체 요식업종이 직격탄을 받은 와중에, 전취덕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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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간힘을 쓰고 있다. 음식 가격을 인하하고 매장 내 손님에게 부과하던 봉사료도 없애
고 매뉴를 다양화하여 고객의 대중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전취덕은 국유
기업 그리고 라오즈하오 기업의 태생적인 결함인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
는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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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History and
Success Factors of Quanjude

Xuelian Piao*ㆍMyeongcheol Choi**
9)

Abstract
Quanjude well-known for Peking roast duck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hina time-honored Brands, whose title is granted by Chinese government.
Founder Yangquanren established Quanjude in 1864 (the third year of
Emperor Tongzhi of the Qing Dynasty), which has survived over 150 years.
Since these China time-honored enterprises like Quanjude have not only
valuabl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but also substantial brand and market
value, Chinese government is providing policy-level support. Nevertheless,
most China time-honored enterprises are suffering from market competition
and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Quanjude’s development along with the
four different periods, and describes the big changes experienced in each
period. It is notable for the change of Quanjude’s corporate governance that
is transformed into state-owned enterprise in order to adapt to the new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e new China. Now it has been successfully
listed on Shenzhen Stock Exchange, and has grown into a business group
which have several affiliated China time-honored restaurant businesses.
Furthermore, this research analyzed success factors of Quanjude with the
theory of long-lived company which has the points of customer orientation,
hormesi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us this paper contributes to business
history of China through examining the process of Quanjude’s development
and analyzing the success factors.
<Key Words> Quanjude, Time-honored brand, Customer orientation, Hormesis,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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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Incentive Mechanism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Private Enterprises in
China since Open Door Policy
10)

Cui Fang*ㆍSong Jaehoon**

Abstract
Motivation is mainly to stimulate the inner potential of human beings,
triggering human intelligence, mobilize human enthusiasm and creativity.
While our private enterprises have been developing over the years in China,
they have been accumulating experience and lessons to make their businesses
take shape. However,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society, the competition among enterprises has become increasingly fierce,
and the survival of private enterprises are facing huge challenges. Increasingly
fierce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ultimately the competition of talent, the
core of enterprise development is the talent pool, the good management in
human resources mainly rely on the incentive mechanism and methods, only
through an effective and perfect incentive mechanism can play the potential
of talent, reserve better resources for the enterprise. This paper mainly discusses
the importance of incentive mechanisms in enterprise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related countermeasure analysis.
The managers of private enterprises in China should learn to effectively
draw on research methods, target to solve their practical problems and strive
to make breakthroughs on the theoretical side. On the way of studying and
constructing the incentive mechanism of private enterprises in China, we
should constantly innovate and divergent thinking, and deeply analy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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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s of different enterprises from the surface to the inside,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nd sum up a set of an effective mechanisms
for employee incentives, which suitable for China’s private enterprises, to
promote the vigorous development of private enterprises in China.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construction of the incentive mechanism for
employees in Chinese private enterprises. Attempt to motivate the employees
in the company from different ideas and different perspectives. Employee
incentive mechanism is a way to reflect the interaction between incentive
subject and incentive object through the systematic and rational system, it is
the connection that will transfer enterprise’s ideas into reality.
<Key Words> Incentive mechanism, Human resource management, Model innovation

Ⅰ. Purpose of the study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1. Purpose of the study
“Motivation” is a psychological vocabulary, psychologists point out that
all human behaviors are caused by the motivation associated with it, this
motivation is one of the human mental state, it has invigorating, promoting
and trigger effects for human behavior, people call it motivation.
Motivation is mainly to stimulate the inner potential of human beings,
triggering human intelligence, arouse the enthusiasm and creativity of
human. Although Chinese private companies have been developing over
the years, they have accumulated experience and lessons that have enabled
them to take shape. However,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society, the competition among enterprises has become
increasingly fierce, and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private enterprises
are facing great challenges, on the one hand, due to the short history of
their development, therefore, there are still many factors that restric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terprises, such as backward management
level, weak technical force, lack of capital and talent, market competitiveness
is not strong, the social service system is not perfect and other issues, at
the same time,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t also gradually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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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ind pursuit of diversification and inconcentration of investment and
other problems.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lack of external demand in
China, there are certain restrictions on the development of private
enterprises, and the pressure on enterprise’s business development is
increasing. In this pap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role of the employee incentive mechanism in China’s private enterprises,
combined the analysis between the development status of private enterprises
and the factors that constraints the enterprise incentive mechanism construction,
through the design questionnaires, conduct the empirical research, deeply
analyze the general situation of private enterprises development in China
and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employee incentive mechanism, and put
forward the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to build employee incentive
mechanism in a targeted way.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construction of the incentive mechanism
for employees in Chinese private enterprises. Attempt to motivate the
employees in the company from different ideas and different perspectives.
Employee incentive mechanism is a way to reflect the interaction between
incentive subject and incentive object through systematic and rational
system, it is the connection that will transfer enterprise’s ideas into reality.

2.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Reasonable incentive measures are an important means to mobilize the
enthusiasm of employees, it is an important measur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many enterprises, but some enterprises have some problems
in the effective motivation of employees, takes Huawei Company as an
example. Huawei Technologies Co., Ltd. founded in 1987 and from Longgang
District, Shenzhen, it is a leading global ICT solutions provider. Focusing
on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field, insist on a steady operation,
continuous innovation, openness and cooperation, and end-to-end solution
advantages in the fields of telecom operators, enterprises, terminals, and
cloud computing, providing competitive communication technology solutions,
products and services for operators, business customers, an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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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mitting to realize the information society and build a better fully
connected world in the future.
In 2020, Huawei ranks 10th on the Global 500 for the most valuable
brands. With the vision of enriching people’s communications and lives,
Huawei’s mission is to focus on the challenges and pressures of customer
concerns, provide competitive communications solutions and services, and
continue to create the greatest value for customers, always maintaining the
strategic, agility, the efficiency of information transfer, and reaction speed
of excellent start-up companies.
In terms of incentive mechanism, Huawei has both material and spiritual
incentives. Material incentives mainly include salary and equity incentives.
Develop a specific value allocation system, motivate employees and stimulate
their creativity by allowing them to hold stock equity in the company for a
fixed period of time to gain incremental benefits. Spiritual motivation
mainly contains honor and cultural motivation. Huawei has created a
dedicated Honors Department to create the channel for employees’ commend
and post promotion. Howeve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Huawei still
has some problems with incentives.

1) Ignoring the differences between employees
When Huawei makes incentive policies, sometimes will ignore the staff
differentiated management, no targeted analysis of employee needs, just
stay at the surface stage, no deep research, it is difficult to take into account
each employee’s individual differences, but this difference is common. Staff
personality, knowledge, and skills, work style, the future development needs
differ from one another, such as some employees focus on salary level,
some employees focus on professional training and further training opportunities,
some focus on their own career planning and the realization of the value
of life in the enterprise. Therefore, an incentive of ignoring differences will
inevitably lead to the waste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2) Ignorance of spiritual motivation
When makes incentive policies, Huawei focuses on material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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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oring the spiritual demands of its employees. Emotions are one of the
most direct factors that influencing people’s behavior, and anyone has a
need for recognition. The single material incentive will not only increase
the cost of production but also make the incentive less effective. If
managers fail to meet the spiritual needs of their employees, they will lose
their loyalty, and the material rewards that are given to them will not get
the maximum effort. Spiritual rewards and material rewards are dialectical
unified, and none is dispensable in the reward system, and the lack of
either part will make the reward system ineffective.

3) Ignore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incentives
When Huawei was established in the preliminary stage, the company was
able to develop rapidly by adopting many radial incentive strategies in
order to keep a foothold in the market. In the later period, however,
Huawei has continued to apply this rude form for incentive methods, which
has become an obstacle to the company’s development. If the company wants
to develop, it must establish a systematic management policy.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Huawei has an excellent team of managers
who are able to handle employee motivation methods appropriately, and at
the same time can effectively avoid the negative effect by non-systematic
incentive mechanisms, as well as successfully use various incentive methods
in the employee management process. But this management style focuses
on skills, ignoring systemic management, and laying a hidden danger for
enterprise development.

4) Ignorance of long-term incentives
When Huawei was established in the preliminary stage, in order to save
costs, the company only focused on the current use value of employees
and neglected long-term ability training, resulting in that the employees
unable to update their knowledge and skill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Huawei’s incentive policies were mostly short-term incentives, thus
ignoring the development vitality brought by a long-term incentives for
enterprises. This can cause employees to feel confused about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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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event them from being immersed in their work. If things go on like
this, employee motivation and innovation will decline, job satisfaction will
decline, and even dismission will occur.

Ⅱ. Relevant theoretical studies
1. The concept of incentive mechanisms and correlation theories
1) The concept of incentive mechanism
Incentive mechanism is the process of maximizing employe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and their work through specific methods and management
systems. In an organizational system, the sum of structures, modes, relationships,
and evolvement rules of interaction and constraint with the motivating
object, in which the motivating subject system uses a variety of incentives
methods, normalization, and relative immobilization of incentive mechanism.

2）Content of incentive mechanism
(1) Material incentives
The material incentive is to use material means to get the materialistic
satisfaction of the stimulated person. Thus further mobilize their enthusiasm,
initiative, and creativity. Material incentives are including money, prizes,
etc. arouse their motivation for trying to produce and work. Its starting
point is to care for the immediate interests of the masses and constantly
meet the growing needs of people’s material and cultural life.
(2) Spiritual incentives
Spiritual incentives refer to the intangible incentive in the spiritual aspect,
including the empowerment of employees, recognition of their performance,
a fair and open promotion system,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development
and further improve oneself, flexible and diverse working time systems, and
formulate professional career development road according to individual’s
characteristics. The spiritual incentive is a meticulous and deep-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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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cated and changeable, widely used, affect profoundly work, it is a
means of ideological education for managers to advocate the spirit of
enterprise, also an effective way to mobilize staff enthusiasm, initiative,
and creativity.
(3) Public Opinion Incentives
Public opinion incentive refers to the use of the general norms of social
morality and professional ethics to create a certain atmosphere of public
opinion so that the incentive object has a sense of honor and shame. This
is mainly through documentary bulletins, newspapers, conferences, and
publicity media such as wall posters and broadcasts, which praise advanced
deeds and criticize bad behavior. To achieve the purpose of promoting
righteousness and resisting evil winds, forming a good atmosphere of striving
to make progress and chasing each other.
(4) Democratic incentives
The democratic incentive is to let the staff fully participate in the operating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the incentive methods to enhance their
sense of ownership. By involving employees in the company’s goals and
decision making, employees will feel a sense of identity with the company’s
goals and decisions, regard the company’s success or failure as their own,
and therefore, they will work harder.

2. The importance of incentive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rivate enterprises
Incentive mechanisms can create a reasonable working atmosphere, mobilize
the enthusiasm, improve quality and stimulate the potential of employees.
At the same time, it will improve the leve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enhance the core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 and promote better
and faster development of th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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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bilize the enthusiasm and creativity of employees, improve
performance
Employees can only be immersed in their work when they are in a
positive state and can implement the company’s culture into their daily
work to improve performance.
As an organization manager of the enterprise, you need to study the ar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moreover, nee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what determines employee performance and use it to
create incentives mechanism. Therefore, on the ba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centive mechanism, so that every employee can be immersed in
work, and constantly innovate, significantly improve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enterprises and rapidly reduce the operating costs. Through the incentive
mechanism, it is possible to give full play to the ability of employees or
even supernormal performance, which is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incentive.
To improve performance, is one of the goals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refers to the assessment of the subject contrasts the work goals and performance
standards, after using the scientific assessment methods to assess the completion
of employees’ work tasks, the performance degree of their responsibilities
and development situation, then giving certain rewards, and according to
the feedback, reflect on the production or if the management process is
practicable and effective, it is not only one of the important indicators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employees, but also one of the important means
to enhance the labor productivity. Therefore,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of the staff, we can give certain material and spiritual rewards, so that the
staff can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ir work, and this incentive measure
also helps to encourage employees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process
improvement, and improve enterprise performance.

2) Helps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ees and enhance cohesive
force in enterprise
The perfect incentive mechanism can make the staff actively stud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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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continuously improve their professional skills and professional practical
abilities, and play a vital role in enhancing the cohesive force in enterprise.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incentive mechanism can enhance the
leve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enterprise, thus bringing more
benefits. It can also create a harmonious and positive humanistic working
atmosphere, establish the corporate culture, which is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core values of the company and bring higher economic
profits to the company.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incentive mechanism can improve the
internal morale and cohesion of the enterprise, active the group atmosphere,
enhance cohesive force in enterprise, and stimulate the enthusiasm of
employees. The overall process benefits both parties, while keeping a
competitive atmosphere in the enterprise at all times, thus promoting a
thriving enterprise.

3) Improve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appeal the talents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the effective use of human resources for
inside and outside organization through recruitment, selection, training,
compensation and other forms, meet the current and future development
needs of the organization, to ensure that the organization’s goals realization
and a series of activities that maximize the development of members. It is
the whole process of anticipating and organizing the human resource needs
and planning for them, recruiting and selecting personnel and organizing
them effectively, performance assessment, paying the remuneration and
motivating them effectively, and developing them effectively by combining
organization and individual needs, to achieve optim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s ultimate goal is to absorb more, better and useful talents for the enterprise,
through scientific and effective management methods, to lead the staff to
do their jobs well, to stimulate the potential of employees to better serve
the enterprise. Enterprise managers often use a variety of effective incentive
mechanisms to attract and retain tal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ff,
consider the immediate interests of employees, to solve the fear of attacks
from behind of employees, always reflect the management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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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oriented.
From the view of China’s current market environment, the competition
between enterprises has been very fierce, many enterprises are not attractive
to talents, resulting in their defeat in the market competition, thus if the
enterprises want to be remain invincible in the competitive process, must
have excellent talents. To develop rapidly, the company must bring in
excellent and stable human resources, and to come true, it is necessary to
make reasonable planning for employees’careers and with 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incentive mechanism.

4) Promote the progress of enterprise management level and improve
the core competitiveness
People are the core of production factors, human resources is the core
of enterprise development, how to maximize the advantage of human resources
in enterprises, is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incentive mechanism.
Each employee’s performance has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the
right incentive is chosen for the employee’s different performance in the
work so that he/she can have continuous improvement. Through the incentive
mechanism, the employees with good performance will continue to maintain
the enthusiasm of work; the average performance of the staff will obtain
the motivation to change, and continue to work towards excellence; poor
performance of the staff, through the negative incentive methods, that is,
with the incentive behavior that has the nature of punishment, pin their
hopes on “be brave after feeling ashamed”, and actively change the work
attitude, improve the working method, and enhance the work performance.
This requires managers to develop a reasonable, scientific and effective
incentive system.
The focus of enterprise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the incentive
mechanism, reasonably create, implement and improve the incentive mechanism
can enhance the cor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terprises. In the fiercely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the development of many enterprise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human resources management issues, through the incentiv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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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lay the role of talent and enhance the cor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Ⅲ.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system
1. Research method
This paper uses the document analysis method, case analysis method,
and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to conduct the study.

1) Document analysis method
Using various databases on the Internet, such as the CNKI database,
Wanfang database, and a large number of books and magazines, looked up
the literature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incentive mechanisms,
organized and analyzed them, and established the research system and
structure of this paper. At the same time combined with the knowledge of
management and the relevant experience in management, selectively absorb
some theoretical knowledge.

2) Case analysis method
In the article, a discussion of Huawei’s internal incentive mechanism is
used to analyze some of its problems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some ideas are put forward for solving the corresponding problems.

3)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By designing a questionnaire to collect the research subjects’ views on
incentives mechanism, analyze and synthesize them together, and finally
come to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2. Research system
Incentive mechanism belongs to the intersection of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selection of motivational fact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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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tablishment of incentive mechanism belongs to the two-factor theory
i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the implementation of incentive mechanism,
based on the realization of performance appraisal behavior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is paper,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rough
the extraction of motivational factors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incentive mechanism, implement the performance appraisal behavior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take Huawei Company as an example,
realizing the effects of incentive mechanism.
Details are shown in Figure 2-1 of the study architecture diagram.
<표 1> Study architecture diagram

organizational
behavior

Extracting incentives
Creating incentive
mechanism

Human resources
management

Implementation of
incentive mechanisms

performance
appraisal

Feedback
improvement

Implementation results of
incentive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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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1. Questionnaire scale design
This study mainly discuss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of
employees’ working enthusiasm being stimulated and the intensive factors
of enterprise.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nalysis of motivation theory
and the aforementioned human resources situation in Chinese enterprises.
Design scientific and reasonable scales to assess the factors that motivate
employees’ work behavior. Use the questionnaire method to collect the
primary information. Mainly in the form of closed options. It is up to the
respondent to select the possible answers from the questions. The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is mainly including the actual perceptions of the
respondents’ personal situation and the associated incentives. A total of 26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respondents filled in the questionnaire
by themselves,257 valid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 valid return rate of
98.8%.

2. Sample selection and data collection
The 257 valid questionnaires were mainly from 14 provinces and cities in
China, distributed in different cities, such as Beijing, Fujian, Guangdong,
Hebei, Henan, Hubei, Hunan, Shandong, Shanxi, Shanghai, Sichuan, Zhejiang,
Anhui, and Yunnan. In terms of gender, 53.6% were men and 46.4% were
women. In terms of age, 27.8% were between 25 and 30 years old, 60.9%
between 31 and 40 years old, 10.6% between 40 and 50 years old, and 0.7%
between 50 and 60 years old. In terms of years of working, 7.3% had
worked for less than one year, 9.9% for 1~3 years, 11.9% for 4~6 years,
12.6% for 7~9 years, and 58.3% for more than 10 years.

3.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Through the SPSS24.0 software analyzes the questionnaire results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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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nally determines the importance of the incentive mechanism to Chinese
enterprises’ human resource management.

1) Reliability analysis
Reliability means dependability, it refers to the degree that the results
are consistent when the same method is repeatedly measured on the same
object. Reliability, on the other hand, is the degree of reliability of the
measured data.
Cronbach α coefficients can be obtained from SPSS statistical software. It
is the most commonly used reliability coefficient, the computational
formula is:
<표 2>

Usually, the value of the Cronbach α coefficient is between 0 and 1. If
the α coefficient does not exceed 0.6,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 internally
consistent reliability is insufficient; 0.7~0.8 means that the scale has considerable
reliability, 0.8~0.9 means that the scale reliability is very good. The more
items in the questionnaire, the Cronbach α will close be to 1. An important
property of the α coefficients is that their values increase with the number
of items on the scale.
<표 3> Reliability test results
Scales：all variables
Summary of case processing
Number of cases
Case effective
Exclude
Total

α

%

257

100.0

0

.0

257

100.0

α. Based on the deletion of all variables in the process as a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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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statistics
Cronbach Alpha

Cronbach based on standardization Alpha

number of items

.792

.813

40

The Cronbach α of the study = 0.792, the questionnaire results have considerable
reliability.

2) Validity analysis
Validity means availability, it is the degree that a measuring tool or
instrument is able to accurately measure the thing to be measured. In
other words, the measured results reflect the degree of the content that
you want to investigate, the more consistent with the measurement results
and the content to be investigated, the higher validity has; otherwise, with
the lower validity.
For the validity analysis, The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is
mostly used to calculate the validity coefficient and the hypothesis testing
metho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validity coefficient.
Statistically, validity through the proportion of total variation that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measurement, that is
<표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is usually used to check the measurement
model of the set model. The fit level of the model is indicated by the fit
index of the model. The factor analysis of this study extracts principal
component factors. An eigenvalue greater than 1 is the standard for
intercepting data. And rotating them by the method of varimax for factor
analysis.
First of all, compare the differences of samples by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nd then get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The KMO value
for this study is 0.727. It has prominent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suitable
for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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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KMO and Bartlett’s Test
The number of KMO sample tangibility measurements.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imate chi-square.

.727
2593.037

degree of freedom

780

significance

.000

Factor analysis through the 40 items of the Incentive Factors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 that the principal component factors have a high rate of
explaining the total variation, which is 61.19%. The scale designed in this
study has good structural discrimination validity.
<표 6> Total variance explanation
Initial eigenvalue
Component

Total

Extraction of loading quadratic sum

Percentage of Accumulation
variance
%

Total

Percentage of Accumulation
variance
%

1

5.862

14.656

14.656

5.862

14.656

14.656

2

3.115

7.787

22.443

3.115

7.787

22.443

3

2.192

5.480

27.923

2.192

5.480

27.923

4

1.829

4.571

32.494

1.829

4.571

32.494

5

1.710

4.274

36.769

1.710

4.274

36.769

6

1.595

3.986

40.755

1.595

3.986

40.755

7

1.383

3.457

44.212

1.383

3.457

44.212

8

1.292

3.229

47.441

1.292

3.229

47.441

9

1.211

3.027

50.468

1.211

3.027

50.468

10

1.182

2.954

53.422

1.182

2.954

53.422

11

1.062

2.654

56.077

1.062

2.654

56.077

12

1.034

2.586

58.663

1.034

2.586

58.663

13

1.012

2.529

61.192

1.012

2.529

6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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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method: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n the basis of theore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is showed that the 12 incentive factors were all related to
employees’ working enthusiasm with varying degrees. According to the set
research objectives. Setting incentives as business-related factors, that is
raise wages, improve the welfare system, high stability and security of the
job, good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work is recognized, trusted and
praised, promotion prospect, sufficient space for personal development
(e.g. learning new skills, developing personal abilities), participation in
company’s decisions, etc., all incentive factor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employees’ working enthusiasm by check analysis. However, employees’
working enthusiasm is the scope of the human’s spiritual world. In addition
to being motivated by business-related factors. It is also directly related to
the interviewees themselves and their environment. In view of this, using
the large samples, they can release 61.19% (factor analysis)deviation level
of the variables. It is already a better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Through the reliability test of the questionnaire, a high degree of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is found among the variables. Cronbach α coefficients
reach the high levels. It means that the questionnaire scale is compiled
scientifically and reasonably;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show that the
principal component factors have a high rate of explaining the total
variation. Higher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The measurements of the
questionnaire in this study can better show the re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o be measured.
In the questionnaire, 14.5% of the people think that the biggest concern
in the work is the sense of recognition, 7.3% of the people think that it is
the sense of respect, 37.1% of the people think that it is the salary, 41.1%
think that it is the realization of self-worth, another 68.9% of the people
think that personal development prospect is more important than welfare
treatment, which shows that in the implementation of employee motivation
proces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piritual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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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a knowledge-based economy,
more and more private enterprises in China are recognizing that talent is
the most valuable of all resource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a’s
private enterprises fundamentally depends on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ir human resources. Only by paying attention to talent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can we enhance the cor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enable them to occupy an advantage in the increasingly
fierce competition. However, the construction of the incentive mechanism
is the core of enterprise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has a close
connection between each link of enterprise operation and employees.
Establish an employee incentive mechanism, which is scientific, effective,
reasonable, and in line with the “people-oriented” intrinsic requirements, a
variety of incentive means to stimulate the enthusiasm for work, promote
the employees for continuous improvement, achieve the transformation
from excellent to outstanding,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hina’s private
enterprises, inject lasting vitality in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enterprises
so that enterprises are stronger, and ultimately it can remain invincible in
the fierce competition.

1. Introducing differentiated incentives
In order to get the best motivational effec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mployees according to their differences and give targeted incentives
in order to stimulate the creativity and enthusiasm of employees.
Incentive methods should vary with each individual. For example, for
innovative talents in scientific research, we should give them enough space
and freedom,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the investment of project
funds, establish the scientific evaluation and competition mechanisms, and
carry out evaluation incentive; for innovative talents in management, we
should adopt the share option or stock equity incentive system, perfect the
salary system, implement distribution incentives, and the rea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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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value is closely linked with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s; for
innovative talents in entrepreneurship, we should take the market as the
guide, relax the constraints of the system and mechanism, build an incubation
platform for entrepreneurship, and encourage and promote the application
and transform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hievements.
Incentives should adjust measures to local conditions. For example, talents
in developed areas should focus on providing a relaxed and harmonious
working environment, helping them to realize their personal values by
increasing investment in training, improving the quality of training, and
providing development opportunities; while in less developed areas, the
focus of incentives should be on providing material rewards, ensuring their
quality of life, and fear of attacks from behind.
The differentiated incentives can make full use of the complementary
value-added effect brought by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mbers
and implement “the right person for the right job” selection procedure, better
adjust the matching work in the work practice. Huawei should provide
employees with different career development ladders through differentiated
incentives, so as to achieve the optimal configuration of human resources
and build an efficient organization.

2. Focus on Guidance of Spiritual Motivation
Spiritual motivation or intrinsic motivation, including the empowerment
of employees, recognition of their performance, a fair and open promotion
system,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development and further improve
oneself, flexible and diverse working time systems, and formulate professional
career development road according to individual’s characteristics. The
spiritual incentive is a meticulous and deep-going, complicated and changeable,
widely used, affect profoundly work, it is a mean of ideological education
for managers to advocate the spirit of enterprise, also an effective way to
mobilize staff enthusiasm, initiative, and creativity.
The essence of life is to find a sense of satisfaction, and if you ca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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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tisfaction into your work, you’ll get amazing results. Therefore, Huawei
should focus on the construction of corporate culture and adhere to the
“people-oriented” management philosophy. If you want your employees to
perform at their best, you must be guided to find and feel job satisfaction.
1) You can give employees psychological satisfaction by giving awards,
verbal praises, and praise for good performance.
2) It can stimulate the creative potential of employees. For example, take
employees to the outdoors, trying to walk at high altitude, shooting,
climbing columns and other difficult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flexibility of employees to adopt to the changes in the outside
world, develop their qualities of being willing to take challenges, liberate
the internal potential of employees, to maximize their creativity.
3) Employees can be given the opportunity to innovate and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ideas, take risks, plan for the future, and obtain
benefits. This satisfies innovators’ pursuit of success and allows them
to get effective rewards; it is also the most economical and innovative
investment means and keeps employees’ unfailing passion for work.
Spiritual motivation enables employees to gradually identify with the
company culture and values, and integrate their personal goals with the
company’s development goals. Even if employees face a more lucrative
salary from other companies, they can continue to remain loyal to our
company and work together for enterprise development. For the enterprise,
the spirit of motivation can not only better achieve the motivational effect
but also harvest more loyal employees, so as to obtain stronger market
competitiveness.

3. Set up a perfect incentive system
An incentive system is a process of maximizing employe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and work by a specific method and management system.
The perfect incentive system can play a long-term role in enterprise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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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The company is an organization, with different departments and teams,
the development of the company, in addition to some other factors, it can
be well grafted and matched with personal development goals, department
development goals, corporate development goals, also can provide continuous
and motive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s. We used to say that
trains run fast because of the head, and this is true at the beginning of the
enterprise development, but when the enterprise develops to a certain point,
the head of the train is not enough to provide the power that it needs. At
this time, the enterprise must either redirect the enterprise operations with
a new management philosophy or accept the current situation and let it
remains a workshop-style operation, considering the continuation of the
enterprise life, maintenance rather than development, you have to choose
one of them.
Huawei Company, company should set up a perfect incentive system to
let employees enjoy their rights and fulfill their obligations within a reasonable
range. To make the incentive policy and appraisal system, personnel training
systems are closely linked, so as to regulate and guide employee behavior.
To make the incentive system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mobilizing
staff motivation and regulating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reasonableness
of the incentive policy, maintain objectivity, fairness, and flexibility, so as
to keep pace with the times. Since it is an incentive system, management
methods are also important, such as: choosing the right people to make
work decisions;
Only by creating a perfect incentive system, can we pro making full use
of office equipment; sharing work achievements; letting employees know
all about their work; encouraging work achievements rather than work
processes; giving employees time to think, etc., to increase employee
engagement and encourage employees to work with their brains rather
than their arms and legs. Only by truly implement the employee incentive
methods into the company’s system, can we ensure long-term, standardized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employee incentive policies. mot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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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tinuously improve efficiency, bring higher efficiency for the enterprise,
labor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can realize the sharing of benefits,
and there can be true harmony.

4. Improving long-term incentives
For Huawei, it’s important to treat motivation as a long-term development
business with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ompanies should develop
targeted career plans for their employees, and provide policy support and
arrange training programs for them. Companies need to invest in their
employees as long-term assets. On the one hand, when appointing employees,
the enterprise should consider employee career planning, integrate employee
development goals with those of the enterprise, and provide employees
with training that is consistent with their positions or future goals. Make
the employees feel that the company is thinking about their own development,
they will be willing to make contributions and develop with the company.
On the other hand, the training resul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dicator
for employees’ promotions in the future. Linking training results to the
employee’s career and forms organic integrity.
In short, management is a science, but also an art,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the art of managing people, establish a scientific concep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but human resource management into the strategy
of enterprise development. Enterprises have to change the traditional
personnel management model, change from the “work-oriented” management
to “people-oriented” human resources management mode, using the most
scientific means, more flexible system to mobilize people’s emotions and
enthusiasm. No matter what kinds of enterprises are, the development can
not continue without human creativity and motivation, so the company
must pay attention to the incentives of employees. The incentives process,
not only focus on the way of incentives but also the effect, because there
is no universal way to motivate in management. Enterprises should be
based on their own development status and the composition of the talents,
then develop the different incentive mechanisms, so that employe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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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position can get incentives that suit them, really play the role of the
incentive mechanism. Combine the means and purpose of the incentive,
change the mode of thinking, and really establish an effective incentive
mechanism that adapt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erpri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and the needs of the staff, in order to make
the enterprise remain invincible of the fierce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Ⅵ. Limitations and Prospects
The incentive mechanism of employees in private enterprises is a
complicated reality, and many factors worthy of analysis can be found
when studying it.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ime, funds, personal
ability, knowledge, etc., some deficiencies and areas that need in-depth
research have appeared in the research, mainly:

1. Research limitations
1) Time is limited. This study only took Huawei as the survey object, and
the scope of the questionnaire was small, which could not fully reflect
the current incentive status of Chinese private enterprises, indicating
that the comparability of the study was low.
2) Due to the limited professional theoretical knowledge and research
level, it is impossible to conduct in-depth research on all the content
related to incentives.
3) Insufficient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incentive factors of private
enterprises, as well as the economic basis, family structure, and lifestyle,
etc. The questions and suggestions proposed at the same time were
only summaries of Huawei. In fact,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different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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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Prospects
1) Extend the study time. In further research, the research objects will be
expanded as much as possible and the time of the research will be
extended, with the focus on extending the time of the questionnaire
survey.
2) Strengthen the study and research of theoretical knowledge. An in-depth
exploration of all content related to incentives, and continue to strengthen
the study and research of theoretical knowledge.
3) Introduction of variables. In future studies, more variabl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ich makes the research results convincing
and credible.

“This paper has not been published or is published in any other journal or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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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방정책이후 민영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영향에 관한 연구
1)

최방*ㆍ송재훈**

요 약
기업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도는 주로 종업원의 내재된 잠재력을 자극하고, 지적 능력을
유발하며, 적극성 창조성 등을 유발한다. 중국은 지난 1978년 경제개방 이후 비록 민간
기업 분야에서 다년간의 발전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여 기업의 경쟁
력과 규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사회 발전으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일부 민영기업의 생존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은
결국 인재들의 경쟁이고, 기업 발전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1978년 이래 중국의 민영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측면에서 인
센티브의 중요성과 관련 대책 및 분석을 주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중국 민영기업의 경영자는 반드시 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기업 분야
에서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보다 많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유연한 사고틀의 견지
를 통해 외부로부터 성공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민영기업들이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보다 적
합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해 보았으며 민영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
았다.
특히 중국 민영기업의 종업원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
하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제도를 통해 격려주체가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기업
이 이상을 현실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주제어> 인센티브 메커니즘, 인적자원관리, 모델혁신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

- 72 -

<DOI> http://doi.org/10.22629/kabh.2021.36.1.004
논문접수일：2021.01.31
최종수정일：2021.02.25
게재확정일：2021.02.28

｢경영사연구｣ 제36집 제1호(통권 97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21. 2. 28, pp. 73~89.

근대 조선인노동자의 덕목(ethos)*
-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과 최남선의 자조론, 1908~1918 -

2)선

재 원**

요 약
근대 조선인노동자에게 제시된 대표적인 덕목인 ‘자조’는 자본주의 성숙기의 영국, 메
이지유신기의 일본, 개항이후의 조선에서 각각 탄생되고 확산되었다. 영국에서 탄생된
‘자조론’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그 근본철학인 공
리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 구체제가 붕괴된 메이지시대 일본에서는 신체제 형
성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열강의 지배가 확산되고 있었던 조선에서는 처음에 국가
자강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형성의 원동력으로 받
아들여졌다.
한국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기관지 ‘공제(共濟)’에서 제시한 조선인
노동자가 추구해야할 덕목 중에 ‘노동존중’과 ‘자조’는 유길준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유길준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인간은 존엄하고, 일의 형태와 상관없이 정직하고 성실하
고 근면한 노동은 신성하며,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하고, 신뢰와 질서
와 경쟁에 기초한 노동자규율을 강조하며 이러한 덕목은 자조를 통해 실현가능하다고 강
조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개인의 연대인 ‘사회’를 전제로 하는 ‘자조’는 유길준에 의해 제시되
지 않았고, 최남선의 ‘자조’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제시되었다. 개인만의 성공이 아닌 자발
적 개인의 연대인 ‘사회’를 전제로 하는 ‘자조’가 전제되어야 ‘사회적 헌신’의 덕목이 성립
된다. 즉 한국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 조선노동공제회의 기관지인 ‘공제’에서 제시한 ‘노
동존중’, ‘자조’, ‘사회적 헌신’이라는 근대 조선인노동자가 추구해야할 덕목은 유길준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고, 최남선에 의해 완결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근대, 조선인노동자, 덕목, 유길준, 최남선, 노동존중, 자조, 사회적 헌신

* 이 논문은 2020년 산업사연구회 토론과 본 학술지 익명의 심사의견에 의해 개선되었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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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1920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 노동자자율단체1) 조선노동공제회(朝
鮮勞動共濟會)가 제시한 노동자의 덕목(ethos) ‘노동존중, 자조, 사회적 헌신’의 사상사
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이다.2)
조선노동공제회는 첫째,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노동신성주의에 기초하여
‘일하는 것은 성스러운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통적으로 천시되어왔던 노동 특히
육체노동에 대한 멸시를 비판하여 ‘노동존중’이라는 새로운 덕목을 제시했다. 둘째, ‘일
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조’를 새
로운 노동자의 덕목으로 제시했다. 셋째, 노동이 개인적인 경제적 지위향상의 추구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격가치를 인식하고 유지하는 것을 통해 건강한 사회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헌신(social service)’ 행위라는 새로운 덕목을 제시했다.
김현주(2008)는 ‘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해 번역어로 등장한 1890년대 후반부터 시
기별 해석을 시도한 결과,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의 창립취지서에 관한 동아일보 사
설에서 ‘노동(자)’라는 용어가 개인-사회-국가라는 개념체계 속에서 안착되었고 ‘시민
권’도 얻었다고 보았다(김현주 2008: 44, 61-71). 이 연구는 노동운동이 고양되는 1920
년대 이전의 노동(자)에 대한 사상사적 배경을 분석한 뛰어난 연구로 본 논문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유길준(兪吉濬)이 노동야학독본(勞動夜學讀本)에서 ‘사회’
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국가와 구별되는 자발적인 개인의 연대라는 ‘사회’
를 언급한 것은 아니기에, ‘노동야학독본에서 모든 논의는 가족-국가-사회라는 개념
체계 안에서 전개된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조경달(2012)은 통속도덕인 ‘근검사상’이 근대 조선민중에게 확산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밝혔다. 특히 개화사상가인 유길준이 1908년에 노동야학독본을 간행하여 근
검사상을 확산시킨 점에 주목했다(조경달 2012: 64). 유길준이 직업의 귀천을 명확히
부정했고, 직업윤리와 애국사상을 결합시켜 직업관을 천직이 아닌 국직으로 규정했으
며, 근검사상 등 통속도덕에 대한 그의 주장(조경달 2012: 70)에 동의한다. 그러나 노
동관에 대한 계몽이 충분히 침투되지 않아 조선인의 노동관이 유민형에서 근검형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에서 식민지화되었다고 평가한 점에 대해서는 1910년대 이후의 변

1) 대한제국정부와 통감부가 발주한 도로수리, 준설, 위생업무 등 관급공사를 위한 노무공급조직이었
지만 일반노동자로 구성된 ‘평의회’의 임원 선출과 해임 등의 조직운영행위, 임금체불과 중간착취
에 항의하여 경찰서나 헌병대에 고소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던 대한제국말기 과도적 노동단체로
1908년에 설립된 ‘노동회’가 존재했었다(윤진호 2012).
2) 선재원 2005: 66-70. 이하 조선노동공제회에 관한 서술은 같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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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최희정(2004; 2020)은 일제시대 자조론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이고, 본고의 최
남선(崔南善)의 자조론에 대한 이해에도 큰 영항을 미쳤다. 그러나 자조론의 역할이
1930년대 개인성공이라는 좁은 의미의 입신출세론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고 강조하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김남이(2010)와 김남이ㆍ하상복(2010)은 최남선의 자
조론이 개인 입신출세의 가치를 유포하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김남이ㆍ하상복 2010: 240).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길준(兪吉濬)의 노동야학독본과 최남선(崔南善)의 자조론에
관한 기존연구를 계승 비판하며 한국 최초 노동자자율단체 조선노동공제회가 제시한
노동자의 덕목(ethos) ‘노동존중, 자조, 사회적 헌신’의 사상사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자조론’의 탄생과 확산
1. 진보적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Self-Help(자조론)은 1859년에 초판, 1866년에 개정판이 출판된다. 개정판 제1
장 국가와 개인(National and Individual)의 첫머리에 ‘장기적으로 국가의 가치는 개
인 총합의 가치로 이루어진다(The worth of a State, in the long run, is the
worth of the individuals composing it)’라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이하 밀)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3)
진보적 자유주의의 시초이자 대표자인 밀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빈
부격차 실태를 직면하여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했다(이근식,
1999: 155-160).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
적 자유의 질서인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가 저절로 형성되어 자본주의경제는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밀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경제가 최초
로 확립된 빅토리아 여왕시대(1837~1901)에 상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노동자
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진보적 자유주
3) 본 논문에서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의 Self-Help(자조론) 관련하여 사용된 문헌은
다음과 같다. 영어판: John Murray 출판사 1902년판, Peter W. Sinnema 편집 및 소개 2002
년판; 일본어판: 中村正直 역 博文館 1926년 개정판, 中村正直 역 講談社 1991년판, 中村正直 역
渡部昇一ㆍ宮地久子 현대어역 2009년판, 畔上賢造 역 1906년판, 竹内均 역 2002년판; 한국어판:
崔南善 譯說 1918 국한혼용문판, 장만기 역 2006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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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은 영국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번성기에 싹텄던 것이다.
밀의 철학적 기초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인류 전체의 행복증진이 궁극적인 목
적인 공리주의(公利主義,4) Unitarianism)이다. 그의 공리주의 철학형성에 절대적인 영
향을 미친 벤담(Jeremy Bentham)은 사회개혁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다(이근식,
1999: 173). 벤담이 주장한 주요 사회개혁은 무료교육, 질병수당, 노년보험, 최저임금
제, 정년보장취업, 연좌제 금지, 절차와 증거에 의한 재판 등이었다. 밀은 모든 학문이
학문 자체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회진보에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밀의 실천의지는 공리주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2.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의 Self-Help(1859)：‘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마일즈는 밴덤사상의 영향 아래 합리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의 도래를 열망했다
(이영석, 1993: 320-322). 그는 차티스트운동이 약화되는 1840년대에 공리주의에 바
탕을 둔 개혁활동의 하나로 야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호향상회’와 같은 소모임에 관
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점은 정치개혁활동에 참여했다가 노동야학독본과 같은 계몽
서 발간과 계몽활동을 했던 유길준과 비슷하다. 그는 ‘상호향상회’에 모이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개인의 자존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자기함양의 길에 대해 강연을 거듭했다.
그 강연록을 모은 것이 1859년에 출판한 자조론이다(<표 1>). 스마일즈에게 영향을
미친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저작인 ‘자유론(On Liberty)’이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
자조론은 단순히 입신출세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자조가 아니라 인간정신의 발전을
위한 자조였다. 즉 ‘열심히 일하여 빈곤을 벗어나라는 충고 이상의 어떤 것’으로 ‘건전,
절제, 극기, 자기해방을 지향하는 인간의 진보’를 위한 것이었다.

3.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西國立志編(1871)과 아제카미 켄조(畔上
賢造)의 自助論(1906)
Self-Help의 편역서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의 西國立志編은
후쿠자와의 학문의 권유(学問のすゝめ)보다 5개월 먼저 1871년 9월에 출판되었다.
西國立志編가 메이지시대의 성서라고 할 만큼 학문의 권유가 인기가 있었다.5) 한
4) Unitarianism이 흔히 功利主義로 번역되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뜻을 살린다는 의미에
서 公利主義로 쓴다(이근식, 1999: 173).
5) Kinmonth(広田照幸, 역 1995) 23-24(역서 쪽수,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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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자조론의 탄생과 확산
영국
1792

London Corresponding
Society 창립

1836

차티스트운동 시작

1859

Self-Help(S. Smiles)/
On Liberty(J.S.Mill) 출판

1866

Self-Help 개정판

일본

1871

西國立志論(Self-Help)
출판[中村正直역]

1872

自由之理(On Liberty)/
學問의 勸誘[福沢諭吉] 출판

1875

자유민권운동 시작

1894

조선

동학농민운동 시작

1897

勞動組合期成會 창립

1906

自助論(Self-Help)
출판[畔上賢造역]

自助論(Self-Help)
번역시작[崔南善]

1908

勞動夜學讀本[유길준] 출판

1918

自助論(Self-Help)上
출판[崔南善역]

1919

3.1운동

1920

朝鮮勞動共濟會 창립

1920

自助論(Self-Help)下
완역[崔南善], 미출간

1931

自由論(On Libterty) 소개

자료：동아일보 1931.3.9.; Cole(1948) 137-174; 高橋昌郎(1988); 中村隆英(2015) 207-9.

편 영국의 주요 독자는 부르주아와 상층노동자층이었지만, 일본의 주요 독자는 관리와
교원 등을 포함한 무사계층이었다. 그래서 나카무라는 ‘Self-Help’를 독자층인 무사들
이 평소 추구해야할 덕목으로 지향하고 있던 ‘입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쪽나라의 입
지’로 번역하여 이해를 도왔다.
西國立志編이 일본 주요 독자층인 사무라이계층에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전통적인 통속도덕과 친밀했기 때문이다(Kinmonth(広田照幸, 역 1995) 38-39).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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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속도덕의 지침이었던 ‘유학(儒學)’은 개인의 노력을 강조했다. 따라서 나카무
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를 얻는 단위가 ‘개인’이라고 생각했던 스마일즈의 주장을
독자층에 잘 전달할 수 있었다.
아제카미 켄조(畔上賢造, 1884~1938)는 1906년에 Self-Help를 自助論으로 번역
했다. 아제카미는 제목만이 아니라 ‘National and Individual’을 ‘방국(邦國)과 인민’
으로 번역한 나카무라와 달리 ‘국가와 개인’으로 번역했다.6) 메이지시대를 거쳐 ‘Nation’
이 ‘국가’로 ‘Individual’이 ‘개인’으로 정착되어 갔다(최희정 2020: 20).

4. 노동자 자율단체의 성립과 덕목의 확산：영국, 일본, 조선
각 나라에서 최초 노동자자율단체의 성립시기와 자조론을 비롯한 노동자 덕목의 확
산과정이 다르다.
영국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인 ‘London Corresponding Society’는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던 1792년에 창립했다. 이후 산업혁명의 성과와 권리가 공정하게 배분되
지 않자 노동자권리획득운동인 차티스트운동이 1836년경부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Cole 1948: 137-174). 신분제 구속의 옛날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 권리획득의 능력
과 의지를 높이려는 야학운동과정에서 탄생한 스마일즈의 ‘자조론’이 1859년에 간행되
었다. 같은 해에 산업혁명과정을 거치며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인식하여 개인자유
의 권리를 공공의 차원에서 보장해야한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간행되었고,
스마일즈의 ‘자조론’ 개정판(1866)에 밀의 ‘자유론’이 인용되었다.
일본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인 ‘노동조합기성회(勞動組合期成會)’는 스마일즈의 ‘자
조론’과 밀의 ‘자유론’이 출간되고 ‘자유민권운동’(1872)이 시작된 후인 1897년에 창
립되었다. 이 단체는 산업혁명의 경제적 정치적 성과배분에 관한 불공정에 대해 노동
자의 권리획득을 요구한 영국과 달리, 정치적 권리에 요구가 집중되었고 주체세력이
운동가들과 농민이었다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활동했다. 또한 차티스트운동이 ‘자
조론’과 ‘자유론’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학문의 권유’와 더불어 ‘자조론’과 ‘자유
론’이 자유민권운동의 전개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다르다.
조선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 ‘조선노동공제회(朝鮮勞動共濟會)’는 신분제 구속의 옛날
관행 타파를 위한 ‘동학농민운동’(1894)과 인류의 보편적 권리 및 나라의 독립을 요구
한 ‘3.1운동’(1919)의 영향을 받아 1920년에 창립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스마일즈
의 ‘자조론’과 인류의 보편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산시키기
위해 간행된 ‘노동야학독본(勞動夜學讀本)’(1908)의 주요주장을 받아들여 확산시켰다.
6) 中村正直 역 1926년판, 畔上賢造 역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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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근대노동자의 대표덕목인 ‘자조’가 영국에서는 최초 노동자자율단체가
성립되고 노동자권리획득운동인 차티스트운동이 전개된 뒤에 확산되었고, 일본에서는
번역출판으로 먼저 확산되기 시작하고 민중권리획득운동인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된 뒤
에 최초 노동자자율단체가 성립되었다. 조선의 경우 민중권리획득운동인 동학농민운동
이 전개되고 번역출판되어 확산된 뒤에 최초 노동자자율단체가 성립되었다.

Ⅲ.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1908
1. 유길준과 노동야학독본
유길준(1856~1914)은 실학자로서 개국을 주장한 박규수(1807~1877)의 권유로 어
윤중(1848~1896) 수행원으로 신사유람단에 참가해 일본에 건너가 후쿠자와 유키치(福
澤諭吉, 1835~1901)가 경영하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유학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
과). 1882년 임오군란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1883년 1월에 귀국하여 한성순보를
발간하려했으나 순탄치 않자 같은 해 7월 보빙사(報聘使) 민영익 수행원으로 미국에 건
너갔다. 일본에서 알게 되었으며 다윈의 진화론을 일본에 처음 소개한 모스(Morse, E.
S.)를 그곳에서 만나 개인지도를 받았으며 고등학교에도 입학했다. 1884년 갑신정변
실패 소식을 듣고 학업을 중단하여 유럽 각국을 순방한 뒤에 1885년 12월에 귀국했
다. 유길준은 김옥균, 박영효와 함께 박규수의 제자였기에 갑신정변 주모자로 간주되어
1892년까지 연금생활을 하였는데 그 기간에 집필한 책이 서유견문(1895년) 이었다.
유길준은 1894년 친일내각에 참여하여 갑오개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고, 갑오개혁
실패이후 일본으로 망명했으나 쿠데타가 발각되어 일본정부에 의해 유폐되었다가
1907년에 귀국했다. 유길준은 정치개혁에서 계몽운동으로의 전환점에서 노동야학독
본을 발간했던 것이다.
노동야학독본은 1905년 경 급증한 보통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운영한
야학에서 사용할 교과서로 간행되었다(조윤정, 2013: 407-408).

2. 노동자의 존엄
1) 인간존엄
유길준은 ‘독본’의 첫머리에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신령하다.’고 한다(1
과).7) 그 이유는 사람이 도리, 권리, 의무, 자격, 직업에 대해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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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람의 도리는 가족, 사회, 국가의 윤리를 지키고 기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지켜지
며, 잘 지키면 어진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2과). 사람의 권리는 자신의 하는 일을 방
해받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3과). 자신의 권리는 남
에게 절대 사양하지 말고 남의 권리는 절대 침범하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의 권리를 지
켜야 한 나라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람의 의무는 직분을 지키는 것으로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며 어른으로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한다
(4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은 태어나
며 주어진 신령한 성품을 가진 지위 즉 자격이 있으나,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어리석은
동물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5과). 사람의 직업은 사람의 생애와 같아 직업 없는 사람
은 목숨이 있어도 생애가 없는 것이며, 나라는 직업 있는 자가 많으면 번성하고 적으면
쇠락한다고 한다(6과). 정신으로 일하는 직업과 육체로 일하는 직업이 있으나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에 ‘총리대신’으로 일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등짐꾼’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다. 따라서 직업이 사람에게 중요하나 ‘직업이 사람을 구함이 아니오 사람이
직업을 구함’임을 강조한다.

2) 노동존중
유길준은 노동을 ‘박힌 일’이라는 의미의 정업(定業)과 ‘뜬 일’이라는 의미의 잡업(雜
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16, 17, 18과). 정업노동으로는 농업, 잠업, 축산, 임업,
수산업 등의 ‘농사노동’, 목수, 미장, 도공, 대장장이, 석공, 직공 등의 ‘공장노동’, 보부
상 등의 ‘부상노동’, 뱃사람, 사냥꾼, 어부, 백정 등의 ‘특별한 지각과 한정 있는 노동’
이 있다고 한다. 잡업노동은 모내기꾼, 품팔이 등의 ‘시간벌이 노동’이라고 한다. 정업
이든 잡업이든 ‘정직’, ‘성실’, ‘근면’하게 일하도록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정직’함은 ‘일을 이루는 근본’이고, ‘사람이 비록 가난하여 노동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고 분수에 상당한 삯을 구하면 즐겨 부리는 자가 자연히 많으
리니 진실로 이러하면 나의 벌이가 잘 될 것’이라 한다(19과). ‘성실’함이란 ‘한 돈 품
삯 받거든 그 값어치 정성으로 하고 한 량 품삯 받거든 그 값어치 진실하게 하여 삯대
로 일을 하되 주인이 보거나 말거나 일꾼을 거느리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내 나라 사
람의 일이거나 외국 사람의 일이거나 내가 맡은 역사는 나 할 도리대로 밤이나 낮이나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심정력 들여서 정한 시간 어기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한다(20과). ‘근면’하게 일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놀고 남의 지은 밥만 먹으며

7) 유길준 1908(조윤정 편역 2012).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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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지은 옷이나 입는 자’가 되며 ‘나라의 좀이며 사회의 도적’이라고 한다(21과).
그러므로 유길준은 노동이 국가와 사회의 근본이며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사회를 문
명화시킬 수 있기에 ‘거룩’하다고 한다(22과).

3) 도덕적 자유
유길준은 ‘세상일의 뼈대’인 ‘도덕’에 어긋나면 국가의 부강과 사회의 문명이 참되지
못하다고 강조한다(33과). 도덕은 부모 자식 간 효도와 형제 간 우애와 같은 사적 도덕
과 자선사업을 도우고 공중이익을 중시하는 공적 도덕으로 나뉜다고 한다. 도덕은 법
률과 같이 강제성을 띄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한다.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나, 도덕과 법률
의 규제를 받기에 ‘자유는 자유롭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34과). 내가
자유가 있는 만큼 남도 자유가 있으니 각각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만 하고 양보하지 않
으면 다툼이 끊이지 않아 ‘짐승의 자유’만 있을 것이라 한다. 따라서 말의 자유와 일의
자유는 남에게 방해되지 않을 때에 내가 하고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남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4) 노동자 규율
유길준은 상조(相助) 즉 분업(分業)이 성립되려면 문명과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팔고
사는 매개가 되어 만물의 가치를 정하는 표준’인 ‘돈’ 또는 ‘재물’을 가벼이 여기지 말
아야한다고 한다(35, 36, 37과). 그리고 ‘검약’하는 생활을 공들여 습관화하고 ‘저축’하
여 안락한 생애를 보내야한다고 한다.
노동자는 적은일이든 큰일이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신뢰’를 지켜야하며, 남을 속
이지 않고 불신을 배척하는 ‘진언(眞言)’을 해야 한다고 한다(38, 39과). 또한 기금을
마련하여 재난 당했을 때 남의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선(慈善)’
을 베풀어야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여 전염병을 예방해야한다고 한다(40,
41과).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뉘우치고 새롭게 결단하는 ‘용기’를 가지고 ‘단합’해야
한다고 한다(42, 43과).
유길준은 노동자들에게 ‘외국사람 물밀 듯이 오는 세상’에서 ‘욕심내며 닥치면 가져
가니’ 케케묵은 선비 ‘옛사람의 찌꺼기는 이 세상에 쓸데없다. 새 학문을 닦지 아니하
면 네 노릇은 남의 종 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살려거든 죽기를 무릅쓰자’고 ‘분발’을
촉구했다(44과).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받은 권리가 처음에는 비록 평등’하지
만 ‘제 손으로 만든 지위는 사람마다 다르니 귀한 자가 있으면 천한 자도 있으며 부자
도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다’고 하며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는 사회‘질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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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과).
유길준은 ‘품팔이라도 하여 나 사는 방법을 내가 세우면‘ 그 누구도 자신의 ’자유‘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 한다(46과). 그는 ’사람이 능히 그 한 몸의 독립을 지켜야 그 나라
의 독립을 보전할 수 있으니 나라사람이 다 “독립”하는 사람이 된 후에야 국가의 “독
립”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내가 남보다 나으려고 하여 잘 하기를 힘쓰는
일’이 ‘경쟁’이고, ‘공연히 사람보고 서로 다투라 함이 아니’며 ’서로 다투지 아니하면
천만사물의 경황이 뒷걸음질 친다‘고 한다(47, 48과). 그는 ’경쟁하는 일이 없으면 사
람의 세상이 다시 야만시대가 되니 세계의 진보는 경쟁에 있다‘고 강조한다.

5) 자조
유길준은 ‘독본’의 마지막 과 ‘자조’에서 새뮤얼 스마일즈(1812~1904)의 Self-Help
(1859) 본문 첫머리에 적혀있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격언을 거론한
다(50과). 이는 ‘고기를 잡고자 하면 그물을 가지고 물에 들어가며 나무 하려거든 도끼
를 메고 산에 올라야 한다’는 비유로 ‘사람이 스스로 도운 후에 남이 도우니 하늘이 스
스로 돕지 아니하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조’가 ‘농부가
장인의 물건을 사니 이는 장인이 간접으로 농부를 도움이요 장인이 농부의 곡식을 사
니 이는 농부가 간접으로 장인을 돕는 것’이라는 노동성과 상호교환의 근간이라는 점
을 강조한다.

Ⅳ. 최남선의 자조론 1918
1. 최남선 자조론 ‘역설(譯說)’
자조론의 원저자 스마일즈는 남부 스코틀랜드에서 제지업과 도매업을 하는 집안출신
이고,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소개하는 저술가로 활동했다(류시현 2009: 88). 나카무라
는 하층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나 도쿠가와막부의 유학생단 감독으로 임명되어 1867
년에 영국에 건너가 1868년에 귀국하여 출판인과 번역가로 활동했다(최희정 2004:
10; 류시현 2009: 88). 최남선(1890~1957)은 중인출신으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
고 1906년에 일본 와세다대에 입학하여 대한유학생회보(大韓留學生會報)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1907년 와세다대 정치학과가 조선국왕이 일본천황을 알현하는 가상 상황을
주제로 모의국회를 개최하려하자 항의하는 한국인 유학생의 총대를 맡았으나 퇴학당했
다(류시현 2009: 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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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선은 유학당시인 1906년부터 ‘자조론’ 번역을 시작했고, 귀국한 뒤에 출판사 신
문관을 설립하여 소년(少年)(1908)을 창간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최남선은 출
판활동을 시작으로 신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조선의 ‘신청년’계몽운동을 시작했
던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나카무라의 번역 직후부터 ‘자조론’을 접했으리라 예상되지만, 문헌
으로 확인되는 것은 1906년부터이다(최희정 2004: 17). 최남선은 1908년에 Self-Help
의 13장 중 6장까지를 번역하여 자조론상권을 출간했다. 후반부는 독립선언서 작성
으로 투옥되었을 때 번역했으나 출간하지 않았다(<표 1>). 최남선은 한글 번역본의 체
제는 나카무라 번역본을 따르고 내용은 아제카미의 번역본을 따랐다고 판단된다(최희
정, 2004: 50). 나카무라의 西國立志編도 Self-Help를 직역하지 않고 번역과 설명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주장했지만, 최남선의 자조론은 더욱 자신의 사상을 강하게 주
장한 ‘역설(譯說)’서였다.
최남선의 자조론상권은 총 287쪽 중 스마일즈 저술 원본은 227쪽(79.1%), 나카
무라의 해설은 4쪽(1.4%), 최남선의 해설은 56쪽(19.5%)이었다. 최남선 해설은 자조
론서(自助論序), 역자조론서언수칙(譯自助論叙言數則),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각 장의
머리말(弁言)로 구성되어 있다(崔南善 譯說 1918). 최남선은 자신의 주장과 스마일즈의
원본 번역을 통해 사회적 진보를 위한 슬로건으로서의 ‘자조’를 강조했다.

2. 진보를 위한 덕목 ‘자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라
는 널리 알려진 문구는 ‘자조론’ 본문 첫머리를 장식한다(Smiles, 1902: 1). 이 문구는
자조(Self-Help)의 의미를 간결하게 잘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와 개인의 성공이 주요내용인 자조론은 개인의 물질적 성공만을 강조했
다는 비판을 받았다(김남이ㆍ하상복, 2010: 258-260). 그러나 저자인 스마일즈는 당
시 진보적인 잡지인 리즈타임즈(Leeds Times)의 편집에 참여했고, 노동계급의 협동과
공동참여를 모색하는 리즈 소비조합(Leeds Redemption)을 긍정적으로 인정했으며,
공공교육 및 공공의료 등의 개혁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중산계급 급진주의 좌파’로도
불렸다. 당시 사회주의 계열에 영향력이 있었던 잡지인 메리 잉글랜드(Merrie England)
를 편집하고 출판한 로버트 블래츠포드(Robert Blatchford)는 스마일즈를 비난한 동
료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비판하며 노동계급 대중에게 ‘자조’의 정독을 권유했다.
자조론은 제1장부터 마지막 제13장까지 비 귀족계급 출신으로 근면, 노력, 성실, 절
제를 통해 자기발전을 이룩한 3백 명 이상의 혁신적인 과학발명가, 사업가, 예술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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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빅토리아시대 ‘영웅’이 소개되어있다(이영석, 1993: Kinmonth(広田照幸 역 1995)
27). 제1장(자조：국가와 개인)의 경우에는 이발사 출신 신학자, 벽돌공 출신 건축가,
직포공 출신 수학자, 제화공 출신 해군제독, 재단공 출신 역사가, 직공출신 의원 등의
자기발전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최남선은 스마일즈가 이 소개를 통해 ‘국가의 쇠퇴가
개인의 나태, 이기심, 악덕 때문이듯이 국가의 진보는 개인의 근면, 정력, 덕행의 총화’
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남선은 스마일즈가 개인의 노동에 의해 진보가 달성된다고 주장한 점을 강조한다
(이영석 1993: 324). ‘사람이 먹는 빵 가운데 어느 것도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그 자
신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빵만큼 맛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노동에 의해서 대지가
개척되었으며 인간은 야만에서 벗어났다. 노동이 없이 문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
다. 노동은 긴요한 것이고 의무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다. 오직 게으른 사람만이 그것을
고통으로 느낀다.’ 그는 근면하게 노동을 해야 개인의 열성과 인내가 생겨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노동이 최고의 지적 문화와 양립 가능하다고 한다. 스마일즈는 이러한 노
동행위가 자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3. 개인과 사회
한말 지식인들은 ‘자조론’ 번역과정에서 소개된 ‘자조’의 개념을 대한제국의 ‘자강’
독립 또는 자립의 논리로 공론화시켰다(최희정 2004: 36). 입헌군주론에 입각한 유길
준은 개인의 노동행위가 자조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대한제국의 자강에 근간이 된다
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유길준은 군주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를 상정하지 않았다. 한
편 스마일즈는 무엇보다도 인격을 고양해야 세속적 성공도 가치가 있으며, 가장 고양
된 의미에서 개인의 자조에 대한 의무는 이웃의 자조를 필연적으로 포함한다고 주장했
다(김남이, 하상복 2010: 256-257).
최남선은 이러한 스마일즈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유길준과는 달리 ‘자조론’에서
사회적 진보가 가능한 자유로운 개인을 강조했고 그 연합에 의한 ‘사회’를 강조했다.
즉 최남선은 번역이 아닌 자신이 작성한 제1장과 제3장 머리말(弁言)에서 각각 ‘自身을
自修치 못하고 自家를 自濟치 못하고 自事를 自辨치 못하고 自計를 自立치 못할진대 그
影響이 맛당히 如何할가. 個人의 集合으로 社會가 成立하니 社會의 隆替는 곳 個人狀態
의 總計라.’(崔南善 譯說, 1918: 1-2), ‘個人의 狀態가 進步的이오 昌泰치 아니하는 社會
가 無하며 個人의 營作이 進取的이오 富榮치 아니하는 社會가 無하나니 一人이 邦을 喪
하게하며 興하게 한다함이 此를 謂함이라.’(崔南善 譯說, 1918: 82)와 같이 자신의 언
어로 개인역량의 총합에 의해 사회의 성쇠가 결정되고 개인이 진보적 또는 진취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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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따라 사회의 성패여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최남선은 일본에서와 같이 공교육과의 공조 속에서 위상을 갖기 어려웠지만 이상과
같이 ‘자조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의 개념을 자신의 사상으로 확립시켜
자신이 발간하는 잡지 등을 통해 보급하려 노력했다(김남이, 하상복 2010: 262-263).

Ⅴ. 결 론
근대 조선인노동자에게 제시된 대표적인 덕목인 ‘자조’는 자본주의 성숙기의 영국,
메이지유신기의 일본, 개항이후의 조선에서 각각 탄생되고 확산되었다. 영국에서 탄생
된 ‘자조론’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그 근본철학
인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다. 구체제가 붕괴된 메이지시대 일본에서는 신
체제 형성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열강의 지배가 확산되고 있었던 조선에서는 처
음에 국가 자강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형성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최초의 노동자자율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기관지 ‘공제’에서 제시한 조선인노
동자가 추구해야할 덕목 중에 ‘노동존중’과 ‘자조’는 유길준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유길준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인간은 존엄하고, 일의 형태와 상관없이 정직하고 성
실하고 근면한 노동은 신성하며,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하고, 신뢰와
질서와 경쟁에 기초한 노동자규율을 강조하며 이러한 덕목은 자조를 통해 실현가능하
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개인의 연대인 ‘사회’를 전제로 하는 ‘자조’는 유길준에 의해 제시
되지 않았고, 최남선의 ‘자조’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제시되었다. 개인만의 성공이 아닌
자발적인 개인의 연대인 ‘사회’를 전제로 하는 ‘자조’가 전제되어야 ‘사회적 헌신’의 덕
목이 성립된다. 즉 한국 최초의 노동자단체 조선노동공제회의 기관지인 ‘공제’에서 제
시한 ‘노동존중’, ‘자조’, ‘사회적 헌신’이라는 근대 조선인노동자가 추구해야할 덕목은
유길준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고, 최남선에 의해 완결되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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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Korean Worker’s Ethos:
Yoo Gil-Jun’s Nodongyahakdokbon and Choi Nam-Seon’s
Jajoron, 1908~1918
8)

Jae Won Sun*

Abstract
“Self-Help”, the representative ethos for Korean workers in early modern
period, were born and spread in Britain during the mature period of
capitalism, Japan during the Meiji Restoration period, and Joseon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Self-Help’ born in Britain wa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progressive liberalism and its fundamental philosophy of utilitarianism,
which seeks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capitalism. In the Meiji era,
when the old system collapsed, Japan was regarded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formation of the new system. In Joseon, where the rule of the
powers was spreading, it was initially regarded as the driving force for national
self-discipline, but after World War I it was considered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formation of a “social” system.
Labor-Respect and Self-Help were first presented by Yoo Gil-Joon among
the ethos that Joseon workers should pursue, presented on the ‘Gonje’, the
organ of Joseonnodonggojehoi which was the Korea’s first labor organization.
Yoo Gil-Jun stressed that human beings who fulfill their rights and duties are
dignified, that honest, sincere and industrious labor, regardless of the form of
work, must enjoy freedom that is not morally out of place, and that these
ethos are feasible through Self-Help, emphasizing worker discipline based on
trust, order and competition.
However, Yoo Gil-Jun did not present “Self-Help” on the premise of “social,”
a voluntary personal solidarity, and was presented in the course of Choi
Nam-Seon’s explanation of “Self-Help.” The ethos of “Social Service” is established
only when Self-Help, which is based on the premise of “social,” a voluntary
personal solidarity, is assumed, not just an individual’s success. In other words,
the ethos of modern Korean workers, such as “Labor Respect,” “Self-Help,”
and “Social Service,” presented on the ‘Gonje’, the organ of Joseonnodonggojehoi

* Professor, Facul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yeongtae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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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as the Korea’s first labor organization, were first presented by Yoo
Gil-jun and completed by Choi Nam-Seon.
<Key Words> Modern, Korean Worker, Ethos, Yoo Gil-Joon, Choi Nam-Seon,
Labor Respect, Self-Help,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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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해방 직후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의 발전 상황을 검토하여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된 직후 미군정의 산업정책과 업계의 활동이 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
악하고자 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되면서 남한에서는 원료와 부품의 수입이 단
절되었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자본주의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달성하려고 했다.
미군정은 면방직산업을 관리할 조직으로 공업국 방직과를 설치하고 섬유관련업무 전반
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면제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품 및 기료품과 원료를
수입했다. 또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가격 및 생산을 통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면방업계에서는 생산의 재개를 위해서 노력했다. 수입된 원면으로 원료
부족문제를 해결하였고, 일본에서 수입된 부품과 기료품으로 설비를 정비하여 설비규모를
늘리고 가동률도 높였다. 원면과 부품, 석탄과 전력 등의 반복되는 부족에도 불구하고 불
구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렇듯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은 미군정의 관리조직 구성과 면제품시장 형성에 힘입어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설비를 정비하여 생산을 확대하려는 업계의 노력에 의해 발전
의 기반을 구축했다.
물론 미군정의 정책은 점령지역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단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
한 정책이었으며, 면방직업계의 노력은 미군정의 정책을 활용하여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
는 민간의 대응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군정과 업계의 대응과정
에서 면방직산업은 일정수준의 재건을 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시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주제어> 미군정기, 면방직산업, 재건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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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연구는 해방 직후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의 발전 상황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된 직후 미군정의 산업정책과 업계의 활동이 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식민지 조선에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던 경제블럭이 해체되었고, 이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분업체계도 와해되었다. 그 결과
남한1)에서는 식민지경제체제가 붕괴되어 원료와 부품의 수입이 단절되었고, 공장의 가
동이 중단되면서 노동자들은 공장을 떠났다. 또한 운영주체인 일본인들이 떠난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었고, 설비나 재고품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으로 상륙한 미군은 9월 9일부터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在
朝鮮美陸軍司令部軍政廳,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이하 미군정청)을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군정은 남한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식자본주의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달성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남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을 비롯한
생필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야했다.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생필품은 생산을 재개하
고,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물품은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야 했다. 그러나
국내 생산시설들은 가동을 중단했고, 수입은 대금이나 물품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
미군정은 초과수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결국 미군정은 가수요나 투기, 매점매석 등을 통제하여 수요를 정상
화시키고, 원료와 부품공급을 통해 공장을 가동시켜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은 외부로부터 생필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공급주체
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점령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
기 위해서는 남한의 자체적인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생산과 공급의 주
체인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했다.
미군정은 면방직산업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생필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인상을 보인 면제품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생산 확
1) 본 논문에서는 미군정 당시의 한국을 ‘남한’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조
선’이라는 명칭은 식민지 이전이나 식민지 시기와의 구별하고 북한지역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남
조선’이라는 명칭은 현재 북한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군정의 관할구역이었던 38도선 이
남의 한반도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남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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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해 핵심원료인 원면을 수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수입했고, 면방직 설비의 부품
이나 기료품(機料品) 등을 수입하여 설비의 가동률을 높였다.
더구나 면방직산업은 당시 남한에서 생필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부문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대규모 공장들은 해방 이전에 일본 자본
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설비와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면방직산업은 미군정이 특정산업에 대해 펼친 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업계의 상호조응관계를 면방직산업의 발
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미군정기 경제부문의 연구들은 주로 미군정의
경제정책의 내용과 영향을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2)
그 외에 미군정의 경제정책을 업계와의 상호조응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상인ㆍ박희진(2002)은 미군정기의 통제경
제정책이 ‘정경유착을 유도하는 중요한 한 요인’이었으며, 그 결과 ‘귀속기업의 불하와
관련’된 비리가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품질의 하
락과 부패구조를 더욱 고착화’시켰다고 보았다.
김수향(2012)은 미군정기 면방직공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진행했는데
미군정기 면방직공업은 설비와 원료에 대한 대외의존성, 면제품 생산에서 대규모공장
들의 독점구조, 미군정에 대한 의존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시기가 ‘한
국자본주의의 발전방향이 일차적으로 규정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재편된 경제구조는
이후 남한 경제구조의 원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성원(2014)은 ‘전후의 생산회복과정에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원조가 큰 기여’를 했
지만 비공식적인 ‘일본과의 무역’과 ‘일본으로의 기술자파견 등의 교류’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들은 미군정이 시행했던 경제정책의 내용과 그 영향을 설명하였지만 미군정
의 정책이 남한의 개별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실증분석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군정의 산업정책이 남한 산업에 끼친 영향을 경제
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Ⅰ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미군정의 면방직산업에 대한 정책을
2) 許洙(1995), “1945~46년 美軍政의生必品 統制政策”, ｢韓國史論｣, 260-322; 김점숙(1996), “미군
정의 물자수급정책 미군정의 민간 물자보급계획”, ｢역사와현실｣, 22, 99-128; 김영근(1996), “미
군정기의 공업 기반과 생산 실태”, ｢역사와 현실｣ 22, 17-54; 이호룡(2004), “미군정 경제정책의
기본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407-452; 박광명(2010), “미군정기 中央經濟委員會(1946~
1948)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54, 202-236; 김점숙(2012), “미군정기 국내산 생필
품 통제 정책”, ｢사학연구｣ 105, 2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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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방직산업 관리조직과 면제품시장의 형성과 운영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미군정기 면방직업계의 노력에 대하여 설비의 확충과 생산의 증대 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제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미군정의 면방직산업 관련정책
1. 면방직산업 관리 조직
1) 미군정의 구성
재조선미군사령관인 하지(J. R. Hodge) 중장은 1945년 9월 9일에 조선총독부로부
터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9월 11일에 군정 방침을 발표하였고, 20일에 미군정청을 설
치하였다.
미군정은 남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조선총독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군사조직과는 별도로 비
군사적 성격을 지닌 군정기구를 출범시켰다. 미군정은 출범 이후에도 일본인 직원들을
행정고문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식민통치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군정장관 아래에 민정장관은 7개 과로 구성된 참모조직(官房, secretariat)의 보좌를
받으면서 8개 국의 국장들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국은 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내각과 민정장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미군정은 조선총독부의 조직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6개 국3)과 총독부 부속관서들
인 체신국과 교통국(철도국)까지 추가하여 행정조직을 편성했다. 중앙집행기관에 보건
후생국(위생국), 군무국, 공보국(공보과)을 신설하였으며, 1946년 2월 13일에 광공국
을 상무국으로,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개편하였다. 3월 29일에는 중앙집행기관의 국제
(局制)를 부제(部制)로 개정하여 7개 국을 부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학무국을 문교부로,
법무부를 사법부로, 교통국을 운수부로, 군무국을 국방부로 이름을 바꾸어 11개 부를
두었다가 토목부와 노동부를 신설하여 13부로 편성했다.4)
3) 조선총독부 중앙기관의 중요한 개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에
공포한 최초의 ‘조선총독부관제’에서 本府 조직으로 總督官房 이외에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
상공부, 사법부의 5부를 설치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개편을 거쳐서 1943년 11월 3일에 6국 체제
로 개편하고 패전을 맞았다. 그 외에도 특별행정조직으로 자문조직인 중추원과 사법기관, 행정기
관, 行刑機關, 官業機關(철도, 체신, 전매 기타), 재무기관(내국세, 관세), 산업기관(축산, 산림, 수
산, 광공업 등), 보건사회기관, 교육훈련기관, 기타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4)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 미군정관보 1945.9.24; ｢보건후생국 설립｣, 1945.10.27; ｢군무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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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은 초기에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인 고문제도를 운영하였으며 1946년 3
월부터 군정청의 각 부처장에 한국인들을 임명하였다. 1947년 2월에 그동안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했던 공동부장제에서 한국인 부장만을 두는 형태로 전환했으며, 5월에
는 ‘재조선미군정청조선인기관(在朝鮮美軍政廳韓國人機關)을 남조선과도정부(南朝鮮過
渡政府)’라고 부르기로 했다.
1947년 6월에 중앙행정기구인 경무부를 공안부로, 국방부를 통위부로 개편하여 13
부로 재편했다.5)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9월 13일에 행정
권을 이양하면서 미군정은 종식되었다.

2) 면방직산업 관리조직의 활동
조선총독부에서는 농상국과 광공국에서 개별산업을 담당했지만 미군정은 1945년
10월에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개편하면서 상업부문과 외국무역부문을 광공국으로 넘겼
다. 그리고 광공국은 상무국으로 전환되면서 상공업 전반을 관할하게 되었다.6) 따라서
미군정의 면방직산업 관련 업무는 공업국의 방직과에서 담당하였다(남조선과도정부상
공부, 1948, 1-17).
면방직산업을 관장하는 공업국 산하에는 서무과, 화학과, 전기과, 기계과, 방직과,
유기가공과가 설치되었다. 그 중에서 방직과는 잡품계, 메리야스계, 피복계, 견인견계
(絹人絹係), 면마계(綿麻係)로 구성되었으며, 방직공업에 관한 사항, 섬유제품 및 잡품
(雜品)에 관한 사항, 어망 및 제망(製網)에 관한 사항, 염색 및 염색가공에 관한 사항 등
을 담당하였다.

2. 면제품시장의 형성과 운영
1) 공급 확대
(1) 부품 및 기료품의 수입
미군정은 시장을 통해 모든 상품이 거래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시장에서 거래될 상
품이 부족했다. 특히 쌀을 비롯한 생필품까지 부족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이런 상
창설｣, 1945.11.13; ｢조선정부 관방정보과를 공보과로 변경｣, 1945.11.30; ｢공보과를 공보국으
로 개칭｣, 1946.2.13; ｢광공국을 상무국으로 변경,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변경｣, 1946.2.13. ｢조
선정부 각 부서의 명칭｣, 1946.3.29; ｢노동부 설치｣, 1946.7.23; ｢토목부의 설치, 1946.8.7.
5) 행정자치부(1998), ｢대한민국 정부조직변천사｣ 상, pp. 89-97; ｢남조선과도정부의 명칭｣, 미군
정관보 1947.5.17.
6) “제3조 농무국 국내 상업과, 외국무역과의 제반의 직무, 기능, 문서 및 재산은 상무국에 이관함”,
｢법령 제48호｣, 미군정관보, 194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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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생산시설을 가동해서 생산을 늘리거나 부족한 물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다.
면제품도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었고, 미곡 수집에 면제품을 비롯한
생필품들을 제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면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했다. 면방직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비교적 생산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원료나 부품이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미군정은 설비의 보수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미국에서 원면을 들여오면 면방직공업이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선택의 근거는 미군정이 남한의 산업이 역사적으로 부품과 교체품, 그리고 기
술적 노하우를 일본에 의존해 왔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제조
업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하며 미국이 직접 남한에 부품이나 교체품 등을 공급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미군정기에 대규모 면방직공장에서 보유한 설비의 제작회사를 분석해 보면 정방기의
85%, 직기의 100%가 일본제작사의 설비로 추정되고 있다(서문석ㆍ박승준, 2015;
2016). 따라서 당시 면방직업계로서는 일본산 기료품을 비롯한 각종 소모성 부품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미군정은 민간물자수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식량, 석유, 의약품 등은 미국에서 수
입하고 교체부품, 시설 등은 일본에서 들여오기로 결정하였다(김점숙, 1996, 105111). 뿐만 아니라 화학공업부문의 염료도 섬유공업에서 염색 및 표백 등의 가공부문
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였기에 수입해야했다.
미군정기에 일본에서 수입했던 물품 중에서 석탄을 제외하면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
율이 가장 컸다. 이 기계류 중에서 면방직공장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섬유관련 기
계들은 완성설비가 아니라 주로 부품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북(suttle)과 종광(heddle) 등을 비롯한 직포 관련 부품이 약 40%, 보빈
(bobbins)과 침포(card clothing) 등을 비롯한 방적 관련 부품들이 약 60%를 차지하
였다(大藏省 編, 2000).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1946년부터 방적부문의 부분품이 수입되었는데 단일 품목보다는 ‘기타’로 분류되는
다양한 부품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1947년 3월부터는 침포(針布), 종광(綜絖), 로라
크로스, 크리아라크로스, 목관(木管), 벨트, 트라베라 등의 기료품과 부속품이 수입되었
다. 그 중에서도 보빈과 침포, 북 등 방적과 직포과정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교체
해 주어야 하는 기료품들이 많이 수입되었다(남조선과도정부상공부, 1948, 172).7)
7) “조선방적업의 재건과 유지를 위하여 방적기계를 만재한 배가 일본으로부터 지난 19일 부산에 도
착되었는데 이 물자는 상무부 방적과를 통하여 각 방적공장에 배급할 터이라한다. 이번 입하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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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도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수
입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족했던 소모성 부품들로 추정된다.
<표 1> 미군정기 면방직설비관련 대일수입품 내역
1946
금액
방적기, 방적준비기 및
연사기
針布：
card clothing
트래블러：
부
travellers
분
보빈：
품
bobbins
기타
직기, 직포준비기

부
분
품

북：
suttle, 杼
잉아：
heddle, 綜絖
기타
합계(%)

1947
비중

금액

1948
비중

0

금액

비중

(단위：円, %)

비중
(%)

합계(円)

0

0.0

0.0

0

0.0

0

0.0 6,677,624 15.6

0

0.0 6,677,624 11.3

0

0.0

1.6

0

0.0

0

0.0 9,534,695 22.3

479,903

670,950

0

670,950

0.0

1.1

3.4 10,014,598 17.0

1,987,626 100.0 10,783,537 25.2 3,410,518 24.2 16,181,681 27.5
0

0.0

0

0.0

0

0

0.0 2,091,544

4.9

60,450

0

0.0

1.5

0

0.0 12,427,420 29.0 10,118,800 71.9 22,546,220 38.3

632,197

0.0

0

0.0

0.4 2,151,994

3.7

0.0

1.1

632,197

1,987,626 100.0 42,817,967 100.0 14,069,671 100.0 58,875,264 100.0

자료：大藏省 編(2000), ｢日本外國貿易年表: 昭和19年~23年｣, 東洋書林(復刻板)에서 작성.

이렇게 수입된 물자들은 상무부 공업국에서 원료의 성격에 따라 각 과에 할당되어
배분되었다. 따라서 섬유기계부품이나 염료, 원면 등의 원료는 공업국 방직과에서 각
공장으로 배분되었다.
(2) 원료 조달
국내에서 생산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면제품과는 달리 원면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가 없었다. 국내의 면화재배와 수집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
던 이유도 있었지만 엄청난 물량의 원면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미국에서 이 물량을
가는 다음과 같다. 皮帶 17,000마, 本管 17,000개, 皮製픽켈 1,000대, 紡績用箴 1,000개, 皮服카
드 120권, 皮服카드 3조”, ‘방적기계 등이 다량으로 입하’, ｢경향신문｣, 194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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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결하려고 했다.8)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점령지역의 긴급한 구호원조를 목적
으로 제공하는 점령지행정구호자금(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s; GARIOA)을 사용해서 미국으로부터 핵심적인 물자를 도입하였으
며, 그 대표적인 물품이 면방직산업의 핵심원료인 원면이었다.
당시 수입된 물품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도입(한국무역협회, 1950, 274-288)되었는데
1945년 9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이루어진 GARIOA원조는 모두 409,394,229달러였
다. 1945년에 4,934,206달러, 1946년에 49,495,614달러, 1947년에 175,371,199달
러, 1948년에 179,592,809달러가 남한에 원조로 공급되었다(한국산업은행조사부,
1955, 546-547; 조선은행조사부, 1949, Ⅳ-314).
미군정은 면방직공장들의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1947년부터 원면을 수입9)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면방직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면의 대부분은 수입원면
으로 충당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기에 미국산, 인도산, 이집트산 원면들이 GARIOA자
금, 정부보유홍콩달러, 군정보유달러 등으로 수입되었다. 그 결과 1947년부터 각 공장
에서 사용되는 국산면의 충당률은 10%대로 급락하여 그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대한방직협회, 1957, 33).
<표 2> 미군정기 연도별 원면 도입
導入期間

種別

回數

導入俵數

환산량(pound)

資金구분

1947.4.18~9월말

美棉

4

31,531

15,765,500

GARIOA자금

1947.11~1948.1

印棉

4

2,101

840,400

政府保有香港弗

1948.7

埃棉

1

398

302,480

軍政保有弗

1948.4.1.~1949.12월말

美棉

1

33,900

16,950,000

GARIOA자금

자료：大韓紡織協會, 방협창립10주년기념지, pp. 34-35.
주：환산량은 인도면의 俵당 중량은 400파운드, 이집트면은 760파운드, 미국면은 500파운드로 필자
가 계산.
8) 당시 미국에서 도입된 원면은 생산된지 오래된 것들이었다. “미면 도입은 해방 후 외면 도입으로
는 최초의 것이었는데 그 품질은 극히 낮은 것이었다. 변질된 솜은 누렇다 못해 삭아 있었다. 매
둥구리마다 생산년도를 표시한 꼬리표가 붙어있었는데 거의가 1935~1936년산 솜들이었다”(경성
방직, 1969, 233).
9) “원료부족으로 조업률이 저하되고 있는 각 방직계에 희소식-민간물자배급계획안에 의하여 미국배
‘라이크스’호로 미국면 2만상자가 9월 20일 인천항에 도착되어 방금 짐을 풀고 있다는데 이것으
로 남조선 여덟 곳의 큰 방직공장에서는 매일 2교대제로 조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 한바 그리고
이외에도 어업부흥을 위하여 漁網제조용으로 이번에 들어온 원면의 일부를 할당하였다고 한다”,
‘활기띨 휴면중의 방적계, 미국면 2만상자가 도착’, ｢경향신문｣, 1947.9.24; ‘原棉 2萬箱 仁川에
到着’, ｢조선일보｣, 194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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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안정
(1) 가격 통제
미군정의 경제정책은 시장을 통한 경제운용을 기반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해방 이
전 전시경제에서 시행되었던 통제경제를 해체하고 시장에서 자유거래를 허용하였다.
1945년 10월 5일에는 일반고시 제1호로 ‘미곡의 자유시장’을, 10월 20일에는 일반고
시 제2호로 ‘자유시장설치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이런 선택의 기반에는 해방 직후
군수물자나 일본인 소유 물자 등이 암시장에 흘러넘쳤고, 가을 수확기에 쌀의 공급이
집중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있었다.10)
그러나 해방 직후 조선은행의 엄청난 통화 증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
었고, 생산공장들의 조업정지로 실물 공급이 크게 위축된 반면에 해외동포의 귀국으로
실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폭등할 조짐을 보였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미군정은 1945년 10월 30일 법령 제19호 ‘국
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기타‘의 제3조에 폭리에 대한 보호 규정11)을 통해 물가의 폭등
을 막고자 했다. 하지만 물가가 급속하게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고, 결국 미군정은
1946년 1월 25일에 미곡수집령을 발령하면서 자유거래를 포기하게 되었다.
1946년 3월 말에 서울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미곡부족을 호소하면서 소동을 일으키
자 미군정은 4월 4일에 배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5월 28일에 법령 제90호 ‘경제
통제’를 통해 통제정책을 본격화했다.12) 이 법령을 통해 중앙경제위원회, 중앙물가행
정처, 중앙식량행정처가 설립되었고, 중앙가격규칙 제1호가 발표되어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조악한 물품이 등장하거나 창고로 물자가
숨겨지는 등 위반행위도 많이 발생했다(내무부 치안국, 1956, 96-100; 조선은행조사부,
1949, 34-36).13)
1946년 9월 이후 다시 물가가 폭등하자 3월에 발표했던 ‘통제품과 국내배분계획’을

10) ‘미곡의 자유시장’, 미군정 일반고시 제1호, 1945.10.5; ‘자유시장설치에 관한 건’, 미군정 일반
고시 제2호, 1945.10.20.
11) “제3조 민중생활의 필요품을 민중 財力의 한도 이내의 가격으로 공평분배키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품의 축적과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민중의 희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玆에 불법이라
보고함”, 미군정법령 제19호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기타’, 1945.10.30.
12) 내무부치안국(1956), ‘경제통제’ 미군정법령 제90호, ｢미군정법령집 1945~1948｣, 96-100; 조
선은행조사부(1949), ‘물가정책’, ｢경제연감｣, 34-36.
13) ‘광목 최고가격 위반, 징역 6월을 언도’, 조선일보, 1946.8.11; 1946년 7월에 물가통제가 시행
된 이후 1947년 2월까지 ‘물가행정처에서 적발한 건수는 무려 2492건’에 달하며, ‘지금 면화증
산이 여의치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물가압박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차관 혹은 원조 받은 민수품
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폭리를 막아야겠지만 일반생산품에 대해서는 이런 통제가
생산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물가통제의 문제’, 동아일보, 1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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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9월 14일에 중앙경제위원회규칙 제1호로 ‘통제품의 국가배급’이 결정되었다.
이어 1947년 1월 15일에 검찰청에서는 ‘폭리의 한계에 관한 결의사항’을 발표하여
“생산자가격은 생산원가의 2할 이내, 도매업자가격은 생산자로부터 양수한 가격의 1할
5분 이내, 소매업자가격은 전매회수를 불문하고 도매업자가격의 2할5분 이내”로 폭리
를 제한했다.14)
이어서 1947년 6월 30일에 가격규칙 제2호를 발표하여 ‘이중가격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귀속공장의 생산품만 통제하고 민영공장의 생산품은 자유매매를 허가하는
방식이었다(조선은행조사부, 1949, 13-15).
면방직산업에서도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핵심원료인 수입 원면의 가격통제였다. 1947년 4월에 도입된 미국산 원
면은 1파운드당 30원, 8월에 도입된 원면은 50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인도산 원
면의 가격은 파운드당 86~99원으로 수입되었으나 국산면 가격이 근당 47~70원 수준
이었기 때문에 인도산 면화의 평균가격은 미국면과 같이 파운드당 50원(근당 66원 66
전)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차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남조선과도정
부상공부, 1948, 173).
미군정은 1946년 9월 14일에 미군정 중앙경제위원회에서 규칙 제2호 ‘방직의 원료
및 설비통제에 관한 건’을 통해 가격통제도 시행했다. 중앙물가행정처령 제1호에는 면
사, 제2호에는 면직물의 가격을 통제하였다. 면사의 가격은 번수별로, 면직물의 경우에
는 품종별로 각각 생산자의 최고판매가격과 소매업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설정하였다(조
선은행조사부, 1948, Ⅱ-108).15)
(2) 생산 관리
중앙경제위원회 규칙 제2호 ‘방직의 원료 및 설비통제에 관한 건’16)은 남한의 방직
생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남한에서 사용, 저장, 생산 또는 수입된 방직의 원료와 설비’
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생산관리 측면도 내포되어 있다.
통제해당 물품은 미군정청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법인 또는 기업들의 생산품
등이었는데 상무부 공업국 방직과에서 매매를 통제하였다. 이 규정은 모든 원료와 섬
유 관련 각 부문 제조 설비뿐만 아니라 통제대상 원료와 설비의 가격도 정할 정도로 거
의 전분야에 걸쳐서 적용되었다.
14) ‘紡織物의 등급가격, 공장관리인회의에서 토의’, ｢조선일보｣, 1947.9.12.
15) 면사는 제1호, 면직물은 제2호, 면양말은 제6호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물가행정처령 제1호, 제2
호, 1947.8.1(조선은행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Ⅱ-108).
16) ‘방직의 원료 및 설비통제에 관한 건’, 중앙경제위원회 규칙 제2호, 1946.09.14(조선은행조사부
(1948), 조선경제연보, Ⅱ-103~104).

- 100 -

서 문 석

美軍政期 綿紡織産業의 發展

<표 3> 중앙경제위원회의 면방직 원료 및 설비통제 내역
통제 부문

통제 내용

원료

-

미군정청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조면기계에서 생산되는 繰綿
법인, 기업체에서생산되거나 판매되는 繰綿
공업국 방직과에서 직물용으로 지정한 수량 이외의 綿絲
군정청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법인 또는 기업체에서 판매할 綿絲

설비

* 다음 각 부문에 필요한 기계 및 그 설비(단 인력으로 운전하는 기구는 제외)
- 綿織, 毛織, 大麻織, 混紡絲, 裁縫絲, 布木 등 纖維紡織
- 繰綿 제조
- 衣服類 제조
- 각종 織物 제조
이상 각 부문의 기계 및 그 설비에 대한 部分品의 이동, 수리 및 보존

가격

- 통제대상 원료, 기계 설비 및 그 부분품의 가격은 중앙물가행정관이 수시로
결정
- 중앙물가행정관의 委囑이 있을 경우 가격결정에 필요한 매매서류 등 자료
제공 의무

자료：｢방직의 원료 및 설비통제에 관한 건｣, 중앙경제위원회 규칙 제2호, 1946.09.14.(조선은행조
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Ⅱ-103-104).

이와 더불어 상무부소속 생산위원회도 다양한 생산통제를 진행했다. 생산위원회에
의해 상무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중에서 생산과 연관이 있는 사항들을 보면
융자 신청, 소규모 적산사업체 불하 추천, 운영폐지 추천, 고정자산비 지출 승인, 기타
상무부장 승인사항 등이 있을 정도로 통제의 범위는 아주 넓었다.
심지어는 적산기업체 관련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朝鮮裁判所에서는 적산사업체
에 대한 소송을 취급함을 부득하며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적산사업체의 재산을 차압
하거나 그 자산을 경매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기계를 이전하는 것까지도 직할감독관의 승
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료를 처분할 경우에도 사전승인이 필요했고, 수선
(修繕)도 비상수선은 사전승인이 필요할 정도로 통제가 이루어졌다.17)

17) ‘적산사업체에 대한 訴請에 관한 건’, 상무부 생산위원회 지령 제6호, 1947.10.27; 상무부 생산
위원회 지령 제7호, 1947.10.27(조선경제연보, 1948, p. Ⅱ-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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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면방직업계의 노력
1. 설비의 확충
1) 설비의 구성
미군정시기 면방직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던 설비의 대부분은 일본제 설비였다. 미군
정기에는 설비의 증설보다 효율적 운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완제품은 도입하지 않
고 정비를 위한 부품 및 기료품 만을 도입했다. 새로운 설비는 한국전쟁 이후에 원조자
금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군정기에 대규모 면방직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설비는 모두 식민지시기부터 보유하고 있던 설비였다(서문석, 2015, 130-135).
면방직업계의 설비관련조사18)를 이용해서 미군정기에 대규모 면방직공장들이 보유
했던 방적설비의 제작연도와 제작사를 살펴보면 1920년대 일부 설비를 제외하면 모두
일본 제작사의 설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는 조선방직(부산)과 경성방
직(영등포)이 공장을 설립하면서 영국의 제작사인 PLATT(1920 제작), T&S(1920)에
서 제작된 정방기를 수입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에 동양방적(경성, 인천), 종연방적
(광주, 경성) 등이 대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모두 일본의 제작사인 TOYODA에서
제작된 설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되었다.
<그림 1>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제작연도별 정방기 보유 상황

자료：한국섬유시험검사소, ｢1969년도 면방직공업 생산시설실태조사결과 종합보고｣, 1969에서 작성.
주：비율은 대한방직협회 회원사 대상의 전체 보유설비에 대한 비율
18) 1969년에 대한방직협회 산하 한국섬유시험검사소의 ‘면방직공업 생산시설실태조사 결과 종합보고’
는 협회 산하 면방직공장의 전체 설비에 대해 보유설비의 노후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회사와 제
작시기를 조사했다(한국섬유시험검사소, 1969, ｢1969년도 면방직 생산시설 조사 종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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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포설비의 경우에는 보유 직기 모두가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직
기는 TOYODA에서 생산한 직기였는데 이것은 TOYODA가 1924년에 豊田自動織機(G
型)를 완성하고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19) 그 외에는 SAKAMOTO
(1935), ENSHU(1937, 1939)에서 제작한 직기도 도입되었다.
물론 당시 면방직설비가 이미 세계적으로 범용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이외의 다
른 나라에서도 부품을 들여올 수도 있었겠지만 식민지시기와의 경로의존성 차원에서
보면 부품을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 설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작된 설비보다 저렴했으며, 국내 면방업계에
서 이미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
지도나 부품의 공급이 쉬웠고, 의사소통도 자유로웠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곳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다.

2) 설비의 정비
<표 4> 미군정기 연별 정방기 정비 상황
공장이름

1945.8.15

연별 정비 상황

미군정기

설치

鐘淵紡績(光州)

全南紡織(光州)

35,104

3,264

0

3,264

0

38,368

鐘淵紡績(京城)

高麗紡織(永登浦)

48,320

1,400

0

1,400

0

49,720

東洋紡績(仁川)

東洋紡織(仁川)

35,088

0

0

0

0

35,088

東洋紡績(京城)

第一紡績(永登浦)

45,328

0

0

0

0

45,328

朝鮮紡織(釜山)

朝鮮紡織(釜山)

0 10,304

0

50,304

吳羽紡績(大田)

吳羽紡績(大田)

大日本紡績(京城) 大韓紡織(永登浦)

미설치

40,000 10,304

1946

1947

1948

1948년말

해방 이전

0

0

0

5,376

5,336

10,712

0

0

0

8,190

10

8,200

19,928 15,672 -19,928

3,200

6,800

10,000

郡是紡績(大邱)

大邱紡織(大邱)

鐘淵紡績(春川)

高麗紡織(春川)

0

0

0

5,136

0

5,136

帝國製麻(仁川)

東洋紡織(鶴翼)

4,480

0

0

0

0

4,480

25,600

4,600

0

4600

0

30,200

京城紡織(永登浦) 京城紡織(永登浦)
소속불명확

48,224

0

合 計

253,848 83,464 -19,928 41,470 12,146 287,536

合 計(경성방직 제외)

228,248 78,864 -19,928 36,870 12,146 257,336

자료：大韓紡織協會(1957), ｢紡協創立 十周年 記念誌｣, Ⅰ-12~13에서 편집재작성.
주：군시방적 대구공장은 1946년에 일본인관리자의 방화로 19,928추의 정방기가 모두 소실됨.
19) http://www.toyota.co.jp/jpn/company/history/18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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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이 관리했던 대규모 면방직공장들은 전체 253,848추의 설비와 83,464추의
미설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이 설비들은 원료 및 기료품의 부족으로 정
상 가동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부실로 소실되기도 했다.
1946년부터 미군정이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과 기료품은 전체 보유설비의 16.3%에
이르는 41,470추의 정방기를 정비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화재로 일부 설비가 소실되
었던 오우방적(대전)을 제외하면 해방 당시에 각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미설치설비는
모두 이 시기에 설치되었다. 당시 정방기의 정비상황은 <표 4>와 같다.
직기의 경우에도 1946년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지만 1947년에는 해방 당시 보유대
수의 약 8% 수준인 657대의 직기가 증설되었다. 방적부문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에
설치되지 않았던 직기들이 설치된 것이었다. 당시 직기의 정비상황은 <표 5>와 같다.
<표 5> 미군정기 연별 직기 정비 상황
공장이름

1945.8.15

연별 정비 상황

1948년말

해방 이전

미군정기

설치

미설치

1946

1947

1948

鐘淵紡績(光州)

全南紡織(光州)

1,440

70

0

70

0

1,510

鐘淵紡績(京城)

高麗紡織(永登浦)

1,525

0

0

0

0

1,525

東洋紡績(仁川)

東洋紡織(仁川)

1,292

0

0

-12

0

1,280

東洋紡績(京城)

第一紡績(永登浦)

1,440

231

0

-300

0

1,140

朝鮮紡織(釜山)

朝鮮紡織(釜山)

1,264

49

0

-6

55

1,313

朝鮮大和紡績(倉洞)

大亞紡織(倉洞)

150

0

0

-2

0

148

朝鮮棉花(木浦)

大韓綿業(木浦)

86

0

0

72

0

158

大日本紡績(京城)

大韓紡織(永登浦)

417

0

0

-4

0

413

郡是紡績(大邱)

大邱紡織(大邱)

0

408

0

408

-408

0

鐘淵紡績(春川)

高麗紡織(春川)

0

0

0

200

-200

0

京城紡織(永登浦)

京城紡織(永登浦)

896

0

0

231

0

1,127

松高實業(開城)

松高實業(開城)

130

0

0

0

0

130

211

0

0

0

0

소속불명확
合 計

8,640

969

0

657

-553

8,744

合 計(경성방직, 송고실업 제외)

7,614

969

0

426

-553

7,487

자료：大韓紡織協會(1957), ｢紡協創立 十周年 記念誌｣, Ⅰ-12~13에서 편집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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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비과정을 통해서 면방직부문의 설비운전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설
비운전율(對設備運轉率)은 전체 설비 중에서 운전설비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설비와 조
업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1938년에 방적부문은 96.3%, 직포부문은 96.2% 수준을 보이던 설비운전율은 태평
양전쟁기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44년에는 각각 76.0%, 54.0% 수준까지 하락하였
다. 전시경제체제 하에서 이 정도의 운전율이라도 유지되었지만 해방 직후에는 생산시
설의 조업이 대부분 중단되어 방적부문의 운전율은 4.3%, 직포부문의 운전율은 8.7%
로 급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이 설비의 정비에 도움이 되는 부품이나 기료품 등을 일본에서
도입하고 핵심적인 원료인 원면을 미국에서 수입했다. 그 여파로 운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1947년에는 방적부문이 53.1%, 직포부문이 60.3%를 나타낼 정도로 운전율
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림 2> 면방직부문 설비운전율 추이(1938~1949)

자료：대한방직협회(1957), ｢방협10주년기념지｣, 61~66.

2. 생산의 증대
1) 미군정 초기의 조업 상황
미군정 초기에 남한의 산업은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렀으며, 생필품조차 부족한 상황
이었다. 업계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장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산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은 광복 직후 혼란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졌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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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ㆍ부품ㆍ자금ㆍ기술 및 경영인력 등의 공급이 단절되자 가동을 멈췄다. 소규모 공장
보다는 대규모 공장이, 한국인 소유 공장보다는 일본인 소유 공장이, 국내에 원료 및
제품의 거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보다는 해외에 원료 및 제품의 거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면방직산업의 대표적인 공장들은 해방 직후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1945년 9월에 경성
방직을 비롯해서 종연방적 광주공장, 대화방적, 조선제마 등의 공장들이 조업을 재개하
였으며, 1946년부터는 거의 모든 공장이 조업을 재개하였다(대한방직협회, 1957, 8).
하지만 공장들이 조업을 재개하자 핵심 원료인 면화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해방
당시 남한의 면방직업계가 보유하고 있던 원료는 원면 1,875만파운드(國産棉이 1,612
만파운드, 北支棉이 263만파운드)와 기타원료 306만파운드 수준이었다. 1944년에 원
면 및 기타 원료의 소비량이 5,392만파운드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3~4개월 정
도의 원면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대한방직협회, 1957, 33).
면제품의 생산은 1946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11월을 정점으로 원면이
소진되면서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이후에도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였다. 이 시기
미군정에서 조사한 휴업 원인 조사에 따르면 원료의 부족이 휴업의 가장 중요한 원인
으로 드러났다(남조선과도정부중앙경제위원회, 1946, <제 16표>).
당시 방직공업은 전체 56개의 휴업공장 중에서 82.1%에 해당하는 46개의 공장이
원료 부족 때문에 휴업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서울시에서 휴업한 5개의 방직공장
은 모두 원료문제로 생산을 중단하였고, 당시 방직공장의 대부분은 면방직공장이었기
때문에 원료문제는 원면부족문제였다. 서울 이외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원료의
부족이 휴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20)
이렇게 면방직공장의 핵심 원료인 원면이 부족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면화의 재배
면적과 수확량이 모두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은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재배했던 지역이 재배를 중단했으며, 농민들이 자급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
하기 위하여 면화보다는 식량작물을 재배했다. 또한 식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면화보다는 가격이 상승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많아졌다. 그
리고 1947년에는 장마가 길게 이어지는 등 기후 여건 등도 좋지 않아 단위면적당 면화
수확량도 크게 감소했다.
다음으로는 면화의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화의 수집률은

20) “…면직물은 동양방적 외 아홉공장에서 4,565,000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데도 불구하
고 현재 56%만이 운영되고 있다….”, ‘남조선 생필품공장 태반이 운영 정지, 현 설비 완전 운전
되면 수급 충분’, ｢경향신문｣, 1947.7.16; ‘공장절반이 휴업, 자재난 해결이 시급’, ｢조선일보｣
194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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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말기에 60% 내외였지만 미군정기에는 5~12%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수집률
이 줄어든 것은 수집을 담당했던 조직이 와해되어 수집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
고 식민지 시기의 강압적인 수매가 없어진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농민들 스스로 수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컸다. 당시 미군
정의 면화수집가격은 근당 18원이었는데 반해 생산비는 근당 20~25원으로 추정되었
다(동아일보, 1946.12.17). 미군정에서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무신, 면직물 등
의 생필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생필품의 생산이 여의치 않았고, 재정상황도 좋지
않았다. 또한 면제품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면화수매가
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농민들은 수집에 응하지 않았다(대한방직협회, 1957,
53-60).
<표 6> 미군정기 년별 국산면(실면) 수확 및 수집
연도

수확량(斤)

수집량(斤)

수집량/수확량(%)

1943

241,836,755

143,730,011

59.4

1944

195,324,131

128,420,000

65.7

1945

109,210,150

0

0.0

1946

95,900,107

4,693,000

4.9

1947

55,522,945

7,071,000

12.7

1948

87,560,100

4,524,416

5.2

자료：大韓紡織協會, 纖維年報, 各年度에서 作成.

특히 1947년에는 면화의 파종면적이 부족했고 발육기인 여름에 강우량이 많아서 생
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농무부가 7,000만근을 수집하려고 계획했지만 10% 수준인
700만근 정도를 수집하는 데에 그쳤다. 1948년에는 전년도보다 수확량은 크게 증대되
어 8,700만근 수준이었지만 수집량은 5.2% 수준인 450만근에 불과했다. 따라서 연간
3,750만근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면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외국산 원면
의 수입을 늘려야 했다. 미군정이 1947년부터 원면을 수입하자 면방업계는 원료난에
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각 공장의 국산면 충당률은 10%대로 급락하게 되었다((남조선
과도정부상공부, 1947, 173; 대한방직협회, 1957, 46).
원료부족문제와 더불어 휴업의 큰 원인이 ‘기계’문제였는데 기계 자체의 부족보다는
기존 기계의 정상가동을 위한 부품부족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면방직산업에서는
주로 설비를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이 부족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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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본으로부터 기료품의 수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으며 1944년 말부터는 기료품의
수입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일본과의 경제적 연관이 무너지면서
기계를 보수하거나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앞에서 언
급했듯이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 및 기료품 등이었다.

2) 조업 확대 시도
1945년부터 생산을 재개했던 면방직산업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원면으로 생산을
유지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946년 11월을 정점으로 보유 원면이 고갈되
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21)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47년 4월에 미국산 원면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원료조
달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47년 5월과 6월에
는 1946년 11월의 최고수준을 넘어섰다.22)
<그림 3> 미군정기 면사 및 면직물 생산 추이(1946.1~1948.12)

자료：KMAG(194907), Republic of Korea Statistical Summation, p. 55.

그러나 1947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석탄이나 전력의 부족으로 면사나 면포의 생산이
급감하기 시작했다.23) 특히 일정하지 않았던 북한의 송전 때문에 생산에 큰 차질24)을
21) ‘원료부족 선처를’, ｢경향신문｣, 1946.10.9.
22) ‘방직계의 조업 회복, 작년생산 542만여필’, ｢조선일보｣, 1947.3.23.
23) RG554, History of Textile Bureau – Dept. Commerce, <History of Bureau of Textile>,
Kim, Yong Wan(1948), An Outline of cotton industry in Korea: Records/Kyo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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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었으며, 원료도 부족했다.
10월에는 면사 공급확대를 위하여 미군정이 방적설비의 8시간2교대작업을 승인했
다. 하지만 종업원의 대다수가 18세 미만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 6시간
2교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11월부터는 전력부족으로 8시간만 작업할 수 있었다(남조
선과도정부상공부, 1948, 173-174).
12월에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군정시기 중에서 면사와 면포의 생산이
최저수준이었다. 당시 방직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등포를 취재한 기사25)를 보면 영
등포공장지대에 매일 8천kw의 전기가 필요한데 4천kw만 송전되고 있으며, 경성방직,
고려방직, 동양방적에 각각 약 500kw만 송전되고 있어서 “경방과 동방 양사는 서로
협정하여 1주일씩 교대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두 공장의 송전량 1천kw를 가지고 이를
능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도였다. 경성방직은 “전기사정으로 인한 생산저하로 <중
략> 전달에 비하여 약 1/5의 생산”에 머물고 있으며, 고려방직은 “1일 650단 내지
500단을 생산하던 것이 현재는 1백단 내외를 생산”할 정도로 전력부족은 생산에 심각
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석탄사정도 경성방직이 ‘매일 최저 30톤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15톤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공장 이외에는 일체
난방을 금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1948년에 들어서면 전력사정이 서서히 회복되어 윤번제로 작업을 하던 공장들이 정
상적으로 조업을 시작하였고 조선방직협회 산하 공장들에 대해 2교대제를 명령하여 생
산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전남 광주의 전남방직공장에서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기관을
만들어낼 정도로 동력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26)
그러나 1948년 5월 14일에 북한으로부터 송전이 중단되자 생산이 다시 위축되었다.
전남방직 광주공장에서는 하루에 6백여필을 생산하던 면포를 1/3 수준으로 줄일 수밖
에 없었다.27) 다행스럽게도 면방업계는 화력발전소와 부산과 인천에 도입된 발전선에
Spinning Co., Ltd., 15~16; ‘남조선방적공업 근 5할 조업’, ｢동아일보｣, 1947.10.29.
24) “남조선생산의 중요지인 영등포공장지대에서는 요즘 북조선의 송전제한으로 종래 매일 소요전기
량 8천여키로가 4천키로로 반감되고 순번제로 배전하여 겨우 기계를 움직여왔으나 작금은 그나
마 북조선송전이 여의치 않아 전기를 게속해서 써야할 제강(製鋼), 방직공장 등을 위시하여 전반
적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는 사정이라한다”, ‘공장은 빈사상태, 전력부족으로 대공황’, ｢조선일보｣,
1947.12.3; ‘탄식하는 공장가의 연통, 석탄기근으로 생산기관 총휴면상태’, ｢경향신문｣, 1947.
12.10.
25) 전력, 석탄 부족과 싸우며 생산저하 방지에 노력, ‘衣料國策에 挺身하는 방직계-영등포의 현상보고’,
｢동아일보｣, 1947.12.27.
26) ‘무연탄 연소에의 ‘랑카사’기관이 우리 기술자의 손으로 완성되었다. 전남 광주 면포생산복구,
면방공장2교대제 명령’, ｢조선일보｣, 1948.2.13.; ‘동력난 타개에 낭보, 무연탄 ‘랑카사’기관 완성’,
｢조선일보｣, 1948.3.11.
27) ‘지방은 1/3 송전제한으로 생산격감’, ｢경향신문｣, 1948.5.23; ‘민생에도 대위협, 단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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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급하는 전기로 어려운 전력사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지속할 수 있었다.28)
영등포지역의 대규모 방직공장들도 ‘전력부족과 기계부속품 부족’으로 생산량이 ‘전
생산능력의 3할에 불과’할 정도로 생산이 어려워졌다. ‘영등포 4개 방직공장에서는 자
가발전시설을 확충’하면서까지 정상적으로 조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미혼인 ‘여
성종업원이 7할’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숙
시설을 갖추고, ‘초등 중등 과의 교육시설까지 완비한 공민학교(公民學校)를 설립’하여
작업 이외의 시간에 교육에 참여시키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시도했다.29)

Ⅳ. 결 론
본 연구는 해방 직후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의 발전 상황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된 직후 미군정의 산업정책과 업계의 활동이 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되면서 군수산업을 중심으
로 구축되어 있던 경제블럭이 해체되고, 이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분업체계도 와해되었
다. 그 결과 남한에서는 원료와 부품의 수입이 단절되었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9월 9일부터 미군정청을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군정
은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자본주의경제체제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달
성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국내 생산과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려고 했으나
국내 생산시설들은 가동을 중단했고, 수입은 수입대금이나 물품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
미군정은 면방직산업을 관리할 조직으로 공업국 방직과를 설치하고 섬유관련업무 전
반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면제품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
대하기 위하여 핵심원료인 원면과 부품 및 기료품을 수입했다. 또한 시장을 안정시키
기 위하여 가격 및 공급량을 통제하였다.
이런 미군정의 움직임에 대하여 면방업계에서는 생산의 재개를 위해서 노력했다. 가
장 큰 어려움이었던 원면부족문제를 1947년부터 미국에서 수입된 원면으로 해결하였
천 300여 공장 마비’, ｢조선일보｣, 1948.5.29; ‘생산량 1/20로 격감, 해결책 없으면 민생은 총
파정’, ｢조선일보｣, 1948.6.11; ‘단전 후의 영등포공장가, 조업은 정지상태, 이대로 계속하면 자
연실업 필지’, ｢조선일보｣, 1948.6.19.
28) 1948년 2월에는 부산에 설비용량 20,000kw의 ‘JACONA’호가 들어왔고, 5월에는 인천에 설비
용량 6,900kw의 ‘ELECTRA’호를 들어와 전기를 공급했다(조선전업주식회사(1955), 조선전업
주식회사10년사, 66).
29) ‘전력부족으로 생산부진, 영등포 4방직공장 현황’, ｢동아일보｣, 19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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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된 부품과 기료품을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던
설비를 정비하여 설비규모를 크게 늘렸다.
이렇듯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은 미군정의 관리조직 구성과 면제품시장 형성에 힘입어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설비를 정비하여 생산을 재개하려는 업계의 노력에 의해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미군정의 정책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이 아니라 점령지역의 원활한 통치
를 위해 단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한 정책이었으며, 면방직업계의 노력은 미군정
의 정책을 활용하여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민간의 대응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군정과 업계의 대응과정에서 면방직산업은 일정수준의 재건을 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시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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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軍政期 綿紡織産業의 發展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Cotton Textile
Industry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30)

Moon-Seok S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situation of the
cotton textile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regime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nd to understand how the industrial polic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activit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fluenced industrial development.
The U.S. military government imported parts and raw cotton to supply
more cotton products. In addition, the U.S. military-controlled prices and
quantities to stabilize the market. Cotton textile industries also made efforts
to effectively utilize raw cotton and parts.
As such, the U.S. Military Government’s cotton fabric industry laid the
foundation for reconstruction thanks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s
organiz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cotton fabric market. In addition, the
cotton textile industry laid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attempting to resume production through facility reorganization.
Of course, the policy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a policy that
pursued economic stability for smooth governance, and the cotton textile
industry’s efforts were merely private efforts to utilize the U.S. military
government’s policies. However,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such
government and industry, the cotton textile industry was able to rebuild to a
certain level and lay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after the Korean War.
<Key Words> U.S. military government, cotton textile industry,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ankook University.

- 113 -

❘부

록❘

❏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정관 ···········································································116
❏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20
❏ ｢경영사연구｣ 투고 및 원고작성 요령 ·······························································128
❏ ｢經營史學｣ 통권 총목차 ······················································································134
❏ ｢경영사연구｣ 통권 총목차 ·················································································167
❏ ｢The Journal of Business History｣ 통권 총목차 ········································171
❏ 2020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편집위원회 ·····················································172
❏ ｢경영사연구｣ 투고 및 심사 결과 보고 ······························································173

｢경영사연구｣ 제36집 제1호(통권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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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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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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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

｢경영사연구｣ 제36집 제1호(통권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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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 -

부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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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

록

｢경영사연구｣ 제36집 제1호(통권 97호)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020년 11월 20일,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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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투고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이 중복게재나 표절 등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게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 9 조 (논문게재신청)
1. 논문집에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본 학회 온
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abh.jams.or.kr)을 통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
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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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논문은 본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게재를 신청한 논
문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투고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
거나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11 조 (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1.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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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협의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2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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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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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제 13 조 (심사판단기준 및 평가범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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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심사에 합격한 논문에 대하여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기준
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③ 연구내용의 적절성
④ 논문구성의 충실성
⑤ 연구결과의 기여도
제 14 조 (심사보고)
1.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
사의견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2.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
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의견서에는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적절성, 논문
구성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지적사항, 심사내용, 종합평가(게재 가능, 수정 후 게
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이 포함된다. 심사의견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4.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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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게재 가능：평가점수 90~100점. 논문 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그대로 게재할 수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의 수정, 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② 수정 후 게재：평가점수 80~89점. 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재심을 1차 심사자에게 요청하거나, 수정
및 보완 사항이 경미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③ 수정 후 재심：평가점수 70~79점.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
이나 연구방법론 등 논문의 전체 내용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재심은 1차 심사자에게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 과정을 거부하면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게재 불가：평가점수 69점 이하. 논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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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별 심사가 완료된 후 게재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는 아래의 ‘<표 1> 심사결과의 판정’에 의해 처리하며,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후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표 1> 심사결과의 판정
심사 결과
심사위원1

심사위원3(선택)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판정

심사위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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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선택)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판정

게재 불가

3. 2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논문게재신청자는 통보를 받은 후 1
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게재신청자의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단, 게재신
청자의 요청에 의한 재심과정에서 발생되는 심사료는 게재신청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4.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
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5. 게재신청자는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온라인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6.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편집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판정 결과를 통보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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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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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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고시스템에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 날을 ‘논문접수일’, 투고자가 수
정하여 탑재한 최종수정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 날을 ‘최종수정일’,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날을 ‘게재확정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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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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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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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저자가 집필한 논문을 게재 신청할 경우에는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로 구분
하여 밝혀야 하며, 논문집에 게재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각 저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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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신저자：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로서 논
문심사과정에서 편집간사와 교신하고 출판 이후에도 실험노트와 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논문의 내용에 책임을 지며 독자와의 교신도 책임진다. 여러 저자명 중에 가장 끝에
배치되고 제1저자도 이런 역할을 하였다면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저자：저자 중 이름이 가장 앞에 배치되어 통상적으로 주저자라고 불린다. 데이터
와 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이들
간의 배치 우선순위는 실험 및 데이터 수집, 결과 해석, 초안 작성한 자의 순이다.
③ 공동저자：연구와 논문제작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자로 그
이름은 이 둘의 사이에 배치된다. 이들의 이름 등재 여부와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공
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의해 결정되며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 (학위논문의 심사와 게재) 학위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밝혀
야하며 다른 논문들과 동일하게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 27 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부과)
1.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본 학회 홈페이지(www.kabh.or.kr)의 논문투고란에 게시한다.
제 28 조 (규정 밖의 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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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8. 1. 26>
이 규정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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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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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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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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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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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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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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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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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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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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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투고의 방법
① ｢경영사연구｣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경영사학회 홈페이지(http://www.kabh.or.kr)의 ‘온라인논문투고’나 학회JAMS(https://
kabh.jams.or.kr)에 게재를 신청하고 투고논문을 직접 탑재(Upload)한다. 부득이한 경우
에는 사전 협의 하에 편집간사에게 논문과 논문투고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도 있다.
② 논문 접수시에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하고, 게재 확정시 게재료로 일반논문은 20만원, 사
사가 표기되는 지원논문은 40만원을 각각 납부한다. 단, 20페이지 초과시에는 초과 페이
지당 2만원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 심
사료와 게재료는 각각 US$50로 한다.
③ 논문투고와 관련된 주소와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회 연락처
주 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상경관 620호
경제학과 서문석 교수연구실(우편번호 16890)
E-mail：editorofkabh@hanmail.net
–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계좌：004-21-0391-898 국민은행 예금주：서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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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고 및 심사 과정
① 투고자는 논문 접수 익일부터 7일 이내에 E-mail 또는 문서로 편집간사에게 투고한 논
문의 투고 및 심사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투고자는 심사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게재 결정이나 게재불가 결정이 내
려질 때까지 연락을 유지하며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문제는 투고자에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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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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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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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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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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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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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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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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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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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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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周 尙 容)

⑧ 三井財閥における番頭經營について(柳町 功)
⑨ 中國 國有企業 改革與發展的 曆程與前景(劉 建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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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硏究 論文>
⑩ 中國의 外換制度 變遷史에 관한 分析(曺 圭 珍ㆍ崔 容 民)
22. 第15輯 第1號(通卷 22號) (2000年 5月 30日 發刊) ‑ 特輯：蓮庵 具仁會ㆍ上南 具滋暻 硏究 ‑
<論文>
① 蓮庵 具仁會ㆍ上南 具滋暻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聖 壽)
② LG그룹의 成長과 經濟發展의 寄與度(薛 鳳 植)
③ LG그룹의 發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④ 蓮庵 具仁會ㆍ上南 具滋暻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事業(崔 鍾 泰)
⑤ LG그룹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位置(柳 柄 胄)
⑥ LG精神과 企業文化(高 承 禧)
23. 第15輯 第2號(通卷 23號) (2000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LG의 東유럽 進出現況과 展望(金 新)
② 東유럽 諸國의 會計制度 發展史(李 建 憙)
③ 유럽의 品質動向과 標準化事業에 관한 考察(韓 漢 洙)
④ 東유럽諸國과 經濟實相(金 光 洙)
⑤ 電子商去來 發展史에 관한 硏究(金 相 圭)
⑥ 大山思想의 獨創性과 世界化의 追究(朴 光 緖)
⑦ 20世紀 韓國海運의 歷史的 展開에 관한 考察(吳 世 榮ㆍ李 源 哲)
⑧ 附加價値稅法令의 變遷史에 관한 硏究(宋 東 燮)
⑨ 栗谷 李珥의 經營思想에 관한 硏究(梁 創 三)
⑩ 先進國의 社史 發刊傾向(李 漢 九)
24. 第15輯 第3號(通卷 24號) (2000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中國 會計制度의 變遷史에 관한 硏究(宋 東 燮)
② 日本 炭鑛의 朝鮮人勞動者에 대한 勞務管理, 勞動統制 硏究(1939~1945)(金 旻 榮)
③ 中國의 WTO加入과 韓ㆍ中 經濟協力方案에 관한 硏究(宋 在 薰)
④ 中世 및 近代期의 商工業에 종사한 女性硏究(崔 榮 順)
⑤ Bluecord Technology의 成長과 林采煥의 經營理念(柳 柄 胄)
⑥ 企業家型 經營者의 企業家 活動 – 事例：FILA KOREA(株) 尹潤洙 社長 – (金 榮 來)
⑦ 韓國財閥におけるオ-ナ-經營體制 – 絶對的支配の適用可能性につて – (柳町 功)
⑧ 中國私營企業的變遷與發展(嚴 法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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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他>
⑨ 東유럽 學術調査 踏査記(朴 京 姬)
⑩ 專門經營者의 使命과 役割(林 采 煥)
⑪ 專門經營者의 特性과 類型(尹 潤 洙)
25. 第16輯 第1號(通卷 25號) (2001年 5月 31日 發刊) ‑ 特輯：SK그룹 崔鍾賢 硏究 ‑
<論文>
① 崔鍾賢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聖 壽)
② SK그룹의 成長과 發展(韓 漢 洙)
③ SK그룹의 發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④ 創業者 崔鍾賢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事業(趙 東 成)
⑤ SK그룹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位置(李 承 郁)
⑥ SK그룹의 企業文化(高 承 禧)
26. 第16輯 第2號(通卷 26號) (2001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美國에 있어서 經營史學의 生成과 發展(金 榮 來)
② 美國 損害保險産業의 現況과 韓國 保險社의 進出戰略(金 億 憲)
③ 美國의 品質經營의 發展과 役割(韓 漢 洙)
④ 美合衆國의 管理會計 發展史와 國際比較(李 建 憙)
⑤ 캐나다의 IT産業에 관한 史的考察(林 外 錫)
⑥ SK의 北美進出 現況과 展望(金 新)
⑦ 우리나라 稅效果會計制度의 展開過程(高 承 禧)
⑧ 韓國의 會社史 發刊傾向에 관한 硏究(李 漢 九)
⑨ 日本 綜合商社의 戰後 解體와 再編成에 관한 硏究(申 章 澈)
⑩ 日本 中小企業의 海外投資戰略의 變遷(朴 京 烈)
⑪ 日本 企業의 戰略的 情報시스템에 대한 歷史的 考察(韓 光 熙)
27. 第16輯 第3號(通卷 27號) (2001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금호 박인천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김 정 식)
② 퇴계 이황의 경영사상에 관한 연구(양 창 삼)
③ 우리나라 會計制度의 變遷過程에 관한 硏究(田 雄 秀ㆍ宋 東 燮ㆍ李 信 男)
④ 우리나라 會計原則 以前時代의 企業會計制度에 관한 硏究(高 承 禧)
⑤ 무역정책수단으로서의 우리나라 수출보험 발전과정(박 현 희)
⑥ 東部 獨逸의 對外貿易構造와 內獨貿易의 發展(金 泰 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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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검은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정책에 관한 연구(우 영 환)
⑧ 東海표기의 역사적 과정(金 新)
⑨ 한국 공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기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안 영 진ㆍ송 명 식)
⑩ 構造調整專門會社를 통한 企業構造調整 促進에 관한 硏究(李 贊 民ㆍ李 在 述)
<其他>
⑪ 제10회 해외학술탐사 및 국제심포지엄 참관기(김 상 규ㆍ임 외 석)
28. 第17輯 第1號(通卷 28號) (2002年 5月 30日 發刊) ‑ 特輯：梅軒 朴承稷ㆍ蓮崗 朴斗秉 硏究 ‑
<論文>
① 梅軒 朴承稷과 蓮崗 朴斗秉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聖 壽)
② 斗山그룹의 成長과 發展(李 承 郁)
③ 斗山그룹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④ 梅軒 朴承稷과 蓮崗 朴斗秉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事業(朴 光 緖)
⑤ 斗山그룹의 韓國經營史學에서의 位置(韓 漢 洙)
⑥ 斗山그룹의 企業文化(高 承 禧)
29. 第17輯 第2號(通卷 29號) (2002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韓國 財閥의 性格에 관한 연구(이 한 구)
② 개성상인정신 발달사 연구(金 聖 壽)
③ 한국 기업 생성기의 인사ㆍ노무관리에 관한 고찰(안 춘 식)
④ 금호 박인천의 경제철학에 관한 연구(김 정 식)
⑤ 관계마케팅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의 관계마케팅 연구(김 갑)
⑥ 국내 은행합병의 역사적 고찰：1910~2000년(박 노 경)
⑦ 과학적 관리운동의 국제적 확산과정 연구(이 재 규)
⑧ 기업의 공연예술지원의 역사적 고찰과 경제학적 접근(전 형)
⑨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생성 및 변천에 관한 연구(조 성 제)
⑩ 일본의 전후 재벌의 해체와 벤처창업붐(강 판 국)
⑪ 斗山그룹의 海外進出戰略(金 新)
⑫ 南美諸國의 會計發展史 硏究(李 建 憙)
30. 第18輯 第1號(通卷 30號) (2003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한국 경영사학의 연구동향(황 명 수)
② 日本經營史學界の最近の韓流と硏究成果(宮本又郞)
③ 女性CEO 金正子의 기업활동과 기업가정신(李 建 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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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솔방울 김치의 발전과 여성 CEO(김 성 수)
⑤ 美國 財務會計理論의 形成에 관한 硏究(高 承 禧)
⑥ 美國會計敎育의 發展史에 관한 硏究(李 贊 民)
⑦ 日帝下 大規模 綿紡織工場의 高級技術者 硏究(徐 文 錫)
⑧ 韓國 燒酒産業發展에 관한 史的 考察(吳 成 東)
⑨ 중국의 근대화와 국가경영에 대한 역사적 고찰(양 창 삼)
⑩ 코맥스의 世界經營에 대한 歷史的 照明(이 승 영ㆍ최 용 록)
⑪ 中南美 經濟改革의 변천과정과 시사점(金 誠 恂)
⑫ 日帝下 東海와 地名改稱事例硏究(김 신)
⑬ 中國 鄕鎭企業의 發展段階에 관한 연구(유 병 주ㆍ신 광 철)
⑭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본 지역경제의 고찰(金 泰 明)
31. 第18輯 第2號(通卷 31號) (2003年 6月 30日 發刊) ‑ 特輯：中甫 金昇浩 硏究 ‑
<論文>
① 中甫 金昇浩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聖 壽)
② 保寧그룹의 成長과 發展(李 承 郁)
③ 保寧그룹의 企業活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④ 中甫 金昇浩 會長의 社會的 責任과 社會福祉事業(朴 光 緖)
⑤ 保寧製藥의 創業精神과 企業文化(高 承 禧)
32. 第18輯 第3號(通卷 32號) (2003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일제하 대규모 면방직 공장의 조선인 고급기술자 연구(徐 文 錫)
② 한국 기업의 품질운동 발달사(안 영 진)
③ 日本企業의 福利厚生制度의 變遷(朴 京 烈)
④ 호주 노사관계제도의 변화(안 종 태)
⑤ 朝鮮朝 儒敎的 統治理念에 나타난 資本主義 성립의 停滯性에 관한 연구(鞠 承 奎)
⑥ 우리나라 해운항만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조 성 제)
⑦ 전후 서독경제 고성장(1950~1973년)의 원인과 성격에 관한 연구(이 헌 대)
⑧ 중국 첨단기술산업개발단지 성장과 발전(유 병 주ㆍ신 광 철)
⑨ 전자상거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김 갑ㆍ성 윤 옥)
⑩ 女性 CEO 姜善鎬 회장의 의료창업정신과 의료법인 동화의료재단의 發展(李 建 憙)
⑪ 한영캉가루의 성장과 여성 CEO 姜惠淑의 기업활동(高 承 禧)
⑫ 중남미 학술조사 기행문(金 相 圭ㆍ林 外 錫)
⑬ 제12회 한국경영사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해외학술탐사(유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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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第19輯 第1號(通卷 33號) (2004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일본의 노동운동 변천과정과 노사관계 발전(이 원 우)
② 戰前 日本 資本市場과 商人組織(李 明 煇)
③ 韓國鐵道와 産業復興五個年計劃(林 采 成)
④ The Evolution of Theo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Hwy-Chang Moon)
⑤ 南阿共 흑인정부 10년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金 誠 恂)
⑥ 중국 주강삼각주 유역경제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조 대 우ㆍ이 상 빈)
⑦ 일본 기업간시스템의 변천과정 – 일본 화학섬유사업의 사례(李 亨 五)
⑧ Estimating Elasticities of Demand and supply for South African Manufactured
Exports Using a Vector Error Corretion Model(Lungisile Ntsebeza)
⑨ 갈등관리유형으로 본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장 동 운)
34. 第19輯 第2號(通卷 34號) (2004年 11月 25日 發刊) ‑ 特輯：愛敬그룹 張英信 硏究 ‑
<論文>
① 愛敬그룹 創業者 張英信 會長의 生涯와 經營理念(金 聖 壽)
② 愛敬그룹의 企業文化(高 承 禧)
③ 愛敬그룹의 成長과 發展(李 承 郁)
④ 愛敬그룹의 經營革新活動과 經營戰略(李 建 憙)
⑤ 愛敬그룹 張英信 會長의 社會的 責任에 대한 硏究(金 榮 來ㆍ宋 永 旭)
⑥ 韓國經營史上 愛敬그룹의 位相(李 漢 九)
35. 第19輯 第3號(通卷 35號) (2004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동북아 시대에 있어서 한국기업의 향후진로(최 종 태)
② Cooperation among Japan, Korea, China Through Sharing Business and Cultural
Advantages(문 휘 창)
③ 北東アジアにおける連携の模素-第二次世界大戰後の日本企業の經營史を基礎にして(厚東偉介)
④ 實利問われる日韓FTA – ｢北東アジア經濟圈｣ への共通靑寫眞を求めて– (深川由起子)
⑤ The Future Development of Chinese Enterprises In Northeast Asian Era
(Liu Junsheng)
⑥ 中韓經貿合作關係的若干問題(劉 端ㆍ盧 鵬 起)
⑦ 중국 국유기업제도 개혁에 관한 역사적 접근(백 권 호)
⑧ 앙트러프러너십(Enterpreneurship)과 이노베이션(Innovation)에 관한 고찰(김 영 래)
⑨ The Impact of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on Its Working-Classes
Standard of Living(한 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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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리틀톤｣ 회계사상의 문헌사적 연구(II) – 그의 제2기(1934~1953)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
(고 승 희)
⑪ 전략적 제휴시각에서의 ｢크로스 마케팅｣에 관한 고찰 – 사례：(주)크라운제과 –
(조 강 필ㆍ송 영 욱)
<其他>
⑫ 제13차 해외학술탐사 및 국제학술대회 –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역사적 고찰 – (이 웅 호)
36. 第20輯 第1號(通卷 36號) (2005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민영화 이전 포항제철의 지배구조와 경영효율성(김 용 렬)
② 실크로드와 그것이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이 승 영)
③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전망(이 종 태ㆍ성 민)
④ A Study on the Evolution of Modern Russian Capitalism(심 경 섭)
⑤ 개성상인의 경영사상과 송도치부법의 논리구조(고 승 희)
⑥ 효과적 인적자원개발 및 투자를 위한 인적자원회계 재조명(장 영 철)
⑦ 카자흐스탄의 회계 및 조세제도(최 종 윤)
⑧ 한국기업의 생성과 발전 – 기업형성과 성장의 배경(1876~1979년)을 중심으로 –(김 영 래)
37. 第20輯 第2號(通卷 37號) (2005年 10月 31日 發刊) – 特輯：SPC그룹 許英寅 硏究 –
<論文>
① SPC초당 허창성 선생과 허영인 회장의 경영이념과 기업정신(김 영 래)
② SPC의 기업문화 연구(이 문 선)
③ SPC 경영전략(문 휘 창)
④ SPC의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공헌활동(장 영 철)
⑤ SPC그룹의 성장과 발전(백 인 수)
⑥ SPC의 한국경영사학적 위상(김 성 순)
38. 第20輯 第3號(通卷 38號) (2005年 11月 30日 發刊) ‑ 特輯：三星그룹 李健熙 硏究 –
<論文>
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생애와 경영이념(金 聖 壽)
②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국제경쟁력(薛 鳳 植)
③ 삼성 이건희 회장의 기업활동과 경영혁신전략(李 建 憙)
④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회적 책임(金 榮 來)
⑤ 삼성 이건희 회장의 기업문화관(高 承 禧)
⑥ 한국기업경영학계에 있어서의 삼성의 위치(金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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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第20輯 第4號(通卷 39號) (2005年 11月 30日 發刊) ‑ 特輯：曉星그룹 晩愚 趙洪濟 硏究 ‑
<論文>
① 효성그룹 창업자 만우 조홍제 선생의 경영이념과 기업가 정신(김 영 래)
② 만우 조홍제 회장과 효성의 기업문화(서 인 덕)
③ 효성그룹의 경영전략(박 영 렬)
④ 晩愚 趙洪濟 선생의 사회적 책임활동(李 光 周ㆍ姜 太 勳)
⑤ 효성그룹의 성장과 발전(이 한 구)
⑥ 한국경제의 성장 발전상에서의 효성그룹의 역할과 위상(박 광 서)
40. 第20輯 第5號(通卷 40號) (2005年 12月 31日 發刊)
‑ 特輯：전후 60년 한일경제를 이끌어 온 기업들과 그들의 기업가 정신 ‑
<論文>
① 기조연설(鳥羽欽一郞)
② 삼성그룹과 李秉喆 회장의 기업활동(황 명 수)
③ 松下辛之助と企業組織改革-事業部制と分社制(下谷政弘)
④ 전후 한국경제성장을 이끌어온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 연구
– 경영이념과 사상,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김 성 수)
⑤ 豊田家の企業者活動-豊田喜一郞とToyota Motorを中心として(由井常彦)
⑥ 革新經營의 創始者 柳一韓의 經營哲學(朴 光 緖)
⑦ 日本マクドナルド創業者藤田田の成功と失敗(野中いずみ）
⑧ 組織沒入度의 時間的 變化에 關한 硏究
– 시중은행 여성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임 달 호ㆍ이 미 진)
⑨ 러시아 외환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사적 고찰(조 규 진ㆍ최 용 민)
<其他>
⑩ 제11차 해외학술탐사 및 국제학술대회 – 실크로드(Silk Road)탐사기 –(최 영 순)
41. 第21輯 第1號(通卷 41號) (2006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리틀톤｣ 회계사상의 문헌사적 연구(Ⅲ)(高 承 禧)
② 한국 근대 자본시장의 사적 고찰(남 명 수ㆍ김 정 은)
③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유형에 대한 종업원의 지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윤 상 돈ㆍ추 헌)
④ 해방 직후 섬유업계 고급기술자들의 활동 연구(徐 文 錫)
⑤ 개항 후 식민지 시대의 한국 상사회사에 대한 연구(申 章 澈)
⑥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연구(김 희 철ㆍ고 광 명ㆍ강 영 순ㆍ진 관 훈)
⑦ JR東日本의 경영합리화와 다각화(임 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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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카리스마 리더십과 도전적 직무동기 및 혁신행동 간의 관계와 리더신뢰와 혁신분위기의
조절효과(송 병 식)
⑨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일 의존에 관한 사적 연구(한 광 희ㆍ김 광 희)
42. 第21輯 第2號(通卷 42號) (2006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동국제강의 성장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김 동 운)
② 계룡건설의 성장과정과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김 병 기)
③ 대외진출 경로의 역사적 패턴에 관한 연구(김 신)
④ 1980년대 미국 생명보험회사 세법에 관한 역사적 고찰(김 억 헌ㆍ김 정 숙)
⑤ 외환위기 이후 제천의 산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金 泰 明)
⑥ 한국 편의점의 성장 프로세스와 성장 전략(백 인 수)
⑦ 해방 직후 서울지역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운영과 인력 실태에 관한 연구(徐 文 錫)
⑧ 한국 서민금융제도의 형성과 정착(이 명 휘)
⑨ 미국회계전문직의 역사적 발달에 관한 연구(이 찬 민)
⑩ 일본 기업집단의 형성과 호혜거래에 관한 연구(차 일 근)
⑪ 최고경영자의 전략적 리더십이 조직진화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허 소 길ㆍ장 영 철)
⑫ 제15차 해외학술탐사：인도 문화탐방(이 재 춘)
43. 第22輯 第1號(通卷 43號) (2007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LG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과정과 의의(김 동 운)
②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정책에 대한 여론반응의 역사적 추이 분석(김 선 식)
③ 1950년대 귀속 면방직공장의 노동분쟁에 관한 비교연구(서 문 석)
④ 한국의 광고산업 발전사：1956년 TV CF 방영 이후 – 시기 논의를 중심으로 –
(송 영 욱ㆍ이 종 태ㆍ성 민)
⑤ 한ㆍ중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 경제ㆍ문화분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
(오 성 동)
⑥ 한국 해외건설산업의 성장과정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윤 종 철)
⑦ 귀속기업불하가 재벌형성에 미친 영향(이 한 구)
⑧ 安藤百福의 기업가정신과 日淸食品의 성장전략(임 외 석)
44. 第22輯 第2號(通卷 44號) (2007年 9月 30日 發刊)
‑ 特輯：同和藥品 創業者 保堂 尹昶植 社長과 可松 尹光烈 會長의 硏究 ‑
<論文>
① 同和藥品 企業家의 近代史的 照明
– 보당 윤창식 사장과 가송 윤광렬 회장을 중심으로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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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同和藥品의 成長과 發展過程(高 承 禧)
③ 창업자의 생애와 경영이념 – 삶과 혜안의 철학(박 기 찬)
④ 同和藥品의 企業文化 硏究(이 문 선)
⑤ 동화약품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ㆍ공헌활동(장 영 철)
⑥ 동화약품의 경영전략 – 경영이념, 경영전략, 기업성과 간의 관계 –(박 호 환)
⑦ 동화약품이 한국경영학에 미친 영향(이 건 희)
45. 第22輯 第3號(通卷 45號) (2007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리더십 유형, 정서적 반응, 혁신행동간의 구조적 관계(강 영 순ㆍ양 덕 순)
② 중소도시 지역상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 연구 – 전북 군산시를 중심으로 –
(김 민 영ㆍ윤 영 선)
③ 미국 事例로 본 經營史學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김 영 래)
④ 파세코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 특징과 과제(류 태 수)
⑤ 수에즈 運河會社의 成立過程과 國有化前의 所有權 變化에 관한 연구
(박 명 섭ㆍ홍 란 주ㆍ허 윤 석)
⑥ 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핵심역량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안 규 욱)
⑦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원관리의 변호와 과제：종단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
(유 규 창ㆍ박 우 성)
⑧ 소니 창업자 盛田昭夫의 기업가정신과 글로벌전략(임 외 석)
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연구의 진화과정과 신통합적 접근법(장 선 구ㆍ석 상 훈)
⑩ 대만 남부과학공업원구 성공1호 바이오기업 창업자, 탕문만의 경영철학과 기업가정신
(조 대 우)
⑪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산업에 대한 회고과 전망：위기와 글로벌 전략(현 재 훈)
⑫ 중국 유통개혁의단계별 특징 및 경제체제적 접근(홍 의ㆍ조 규 진)
46. 第23輯 第1號(通卷 46號) (2008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한국 IT주식 버블에 관한 사례 연구(박 진 우ㆍ김 민 혁ㆍ김 주 환)
② Tracing the Roots of System/Decision Theory：Implication for Management
Research(서 원 식ㆍ양 동 현)
③ 클러스터 진화의 단계적 고찰과 새로운 글로벌 연계 클러스터의 생성(문 휘 창ㆍ정 진 섭)
④ 위기상황에서의 리더십(장 영 철ㆍ조 성 용)
⑤ 미군점령기 일본증권시장 개혁과 증권업자의 대응(李 明 輝)
⑥ 정부조달을 활용한 중소기업지원정책 품질에 관한 수혜자 만족도 분석：
서브퀄(SERVQUAL)요인을 중심으로(김 정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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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제품가격 책정에 대한 국가기금의 영향 ‒ 이론적 접근(조 규 진)
⑧ 인도의 투자환경 분석과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김 병 순)
⑨ 미국에서의 노사관계론의 쇠퇴 요인(한 종 수)
47. 第23輯 第2號(通卷 47號) (2008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일본의 사회적 협의와 노사정의 전략적 선택 변화(임 상 훈ㆍ이 동 섭)
② 기업인사시스템의 역사적 변화와 시사점：삼성전자 사례를 중심으로(이 병 하ㆍ박 우 성)
③ 소매점유형별 점포속성에 대한 지각된 분류(최 극 렬ㆍ류 학 수)
④ 한국에서의 會社史 발행 현황(김 동 운)
⑤ 우리나라 관세정책ㆍ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김 태 명ㆍ조 성 제)
⑥ 공공분쟁으로서의 노동분쟁, 추이와 성격：1990~2006년 사례를 중심으로(류 주 한)
⑦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고 광 명)
⑧ 시장효율성연구：주식시장의 월요일효과를 중심으로(이 지 윤ㆍ정 현 철)
⑨ 맞춤형 복지제도가 복리후생만족도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부산광역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김 종 관ㆍ이 윤 경ㆍ송 지 용)
48. 第23輯 第3號(通卷 48號) (2008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혼다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기술전략의 특성(임 외 석)
② 한국 인삼의 국제경쟁력의 변천과정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김 희 철)
③ 토요다家 앙트러프러너십의 계승과 발전(김 영 래)
④ 판매촉진 이용 구매 상황에서 현명한 소비자의 느낌(Smart Shopper Feelings)의 영향
연구(윤 승 재ㆍ이 인 구)
⑤ 신제품개발 과정에서의 복잡성에 대한 관리방안(김 종 배)
⑥ 성과평가요소의 역사적 변천과 지식활동 평가요소 탐색(이 을 터)
⑦ 근로자의 의사결정참여가 근로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 발언을 매개변수로 ‒
(김 종 관ㆍ김 민 정)
⑧ 한국기업의 인턴사원제도의 사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 종 구ㆍ김 병 기)
⑨ 프랑스정부의 노동개혁정책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주요선진국 노동정책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 시 경)
49. 第24輯 第1號(通卷 49號) (2009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피터 드러커의 혁신과 변화경영 관점 ‑ 사례：LG 전자 생활가전사업본부(DAC)의 혁신
(문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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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 평생학습 사례분석을 통한 모형화 연구(김 현 정ㆍ장 영 철)
③ 우리나라 海外港灣 投資認識과 海外 進出方案에 관한 實證硏究(김 성 철ㆍ류 동 근ㆍ류 학 수)
④ 체제전환국가들의 기업사유화 및 제품가격변환 과정에 대한 서술적 비교연구
– 러시아ㆍ중국ㆍ동독을 중심으로 –(조 규 진)
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설계와 평가：대구도시가스(주) 사례를 중심으로
(윤 필 현ㆍ한 주 희)
50. 第24輯 第2號(通卷 50號) (2009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삼성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사적 고찰(신 지 숙)
② 식품산업의 유통경로전략 ‑ 1960ㆍ70년대의 조미료ㆍ제과업을 중심으로 ‑(손 일 선)
③ 사회 네트워크 인지정확성의 형성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김 민 정ㆍ김 민 수ㆍ최 경 주)
④ 주 40시간 근무제가 직무환경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정 준 구ㆍ정 재 훈ㆍ박 기 찬)
⑤ 해방 이후 한국 면방직산업의 수출체제 형성(서 문 석)
⑥ 동원그룹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이 한 구)
⑦ 김재철 회장의 생애와 기업가정신 연구(김 성 수)
⑧ 김재철 회장과 동원의 기업문화(이 건 희)
51. 第24輯 第3號(通卷 51號) (2009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충남지역의 금광업에 관한 경제사적 고찰(우 영 환)
② 캐논 창업자들의 앙트러프러너십과 캐논의 제품개발전략에 관한 사적고찰(임 외 석)
③ 한국ㆍ독일의 산업혁명 과정 비교(최 단 옥)
④ 중국 절강성 온주상(溫州商)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역사제도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 상 빈ㆍ조 대 우)
⑤ A Review of Strategic Partnerships in Supply Chain Management(Heung-kyu Kim)
⑥ 과연 조세혜택은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는가?(박 종 국ㆍ이 계 원ㆍ홍 영 은)
⑦ 공공분쟁 해결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인과구조에 대한 탐색
(김 학 린ㆍ강 명 헌)
⑧ 전략적 선택중심의 한국기업 경영사 연구 ‒ 동원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
(최 종 태ㆍ이 광 주ㆍ박 영 렬ㆍ김 상 헌)
52. 第24輯 第4號(通卷 52號) (2009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중국 晉商의 상업 활동에 관한 史的 연구(정 일 수ㆍ김 태 명)
② STX그룹과 지주회사체제(김 동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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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 직업변천사의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해방 이후(1945) ~ 현재(2009)까지 –(이 종 구ㆍ조 은 상ㆍ김 홍 유)
④ 단일유럽시장의 형성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과 전략적 대응으로서 해외직접투자：1990년
대 유럽 내 한국자동차산업에 대한 재고(현 재 훈)
⑤ 이슬람 금융의 발전사적 고찰과 우리의 대응전략(남 명 수ㆍ곽 용 신)
⑥ 한국화장품산업 유통경로의 역사적 발전(이 종 태ㆍ김 상 덕ㆍ송 영 욱)
⑦ 복잡계 관점에서 본 기업 학습조직화 사례연구：(주)큐릭스 사례를 중심으로
(윤 필 현ㆍ한 주 희)
⑧ 고객자산 형성요인과 점포선택 모형에 관한 연구
– 백화점과 패밀리레스토랑 재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상 설)
⑨ 웹 개발 업체의 프로세스 개선이 지식근로자 생산성 및 전략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 승 동ㆍ송 인 국)
⑩ 한중 FTA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허 흥 호ㆍ정 윤 세)
⑪ 현암 김종희 회장의 생애와 경영이념 연구(김 성 수)
⑫ 현암 김종희의 창업과 한화그룹의 형성(서 문 석)
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제2창업과 한화그룹의 도약(이 종 태)
⑭ 한화그룹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공헌활동(이 광 주ㆍ최 상 오)
53. 第25輯 第1號(通卷 53號) (2010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보수주의적 혁신가로서 피터 드러커 경영사상의 형성과 전개(문 근 찬)
② 근대 철도 인프라스트럭처의 운영과 그 특징 – 한일비교의 시점에서 – (임 채 성)
③ Compar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Singapore after Ten Years of
Asian Economic Crisis(Hwy-Chang MoonㆍJi Youn Kim)
④ 러시아 농업개혁이후 농산물시장 변화와 수출활성화 방안(조 성 제ㆍ박 현 희)
⑤ 건설 프로젝트에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순차적 영향
(송 상 엽ㆍ신 호 철)
⑥ 한화그룹의 전략적 선택(박 영 렬ㆍ김 상 헌)
⑦ 김승연 회장의 리더십과 한화그룹의 기업문화(서 인 덕)
54. 第25輯 第2號(通卷 54號) (2010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경상(京商)과 송상(松商)의 상거래 유통망에 관한 비교 연구(노 혜 경ㆍ노 태 협)
②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 SK그룹의 사례 –(김 동 운)
③ 영국노동조합운동의 경제적 효과 – 1870~1914년을 중심으로 –(한 종 수)
④ 대구은행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례연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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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의 산업정책과 규율 – 1969년 1단계 부실기업정비를 중심으로 –(이 상 철)
⑥ 기업지배구조와 보수적 회계(강 주 훈)
⑦ 한국 공채문화의 사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80년대 이후 대기업 공채문화(채용제도ㆍ필기전형ㆍ면접방식ㆍ인재상)중심으로 –
(이 종 구 김 홍 유)
⑧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 프로그램 구성 방안
– (주)파리크라상의 경영사(經營史)를 중심으로 –(윤 필 현ㆍ한 주 희)
⑨ B2B 산업에서 구매자 인식이 장기적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 승 환ㆍ한 상 설)
55. 第25輯 第3號(通卷 55號) (2010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한국 경영사학의 연구동향(김 신ㆍ천 만 봉)
② 글로벌 기업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앙트러프러너십 연구(김 영 래)
③ 한국의 마케팅史에 관한 소고：문헌연구를 중심으로(문 병 준)
④ 쿄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카즈오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임 외 석)
⑤ 사원의 평생학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계：유한킴벌리 생산직 근로자 사례
(이 경 화ㆍ장 영 철)
⑥ KOSPI200지수 변경과 이익조정(김 상 헌)
⑦ 한국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
– 1960년대 초 이후 급속한 수출 성장 원인에 대한 일 고찰 –(최 상 오)
⑧ Heterogenous Productivity and Specialization in an Equilibrium Search Model
(Jae Eun Song)
⑨ 박정희정권기 조선공업 육성정책과 일본
– 1960년대 대한조선공사의 222만불 조선 기자재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배 석 만)
⑩ The Stud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Korean Enterprises(Sang-hyuk Lim)
⑪ 산업경영 소유괴리도가 기업이익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배 기 수ㆍ박 미 희)
⑫ U-City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개발방법론, 서비스 및 통합 플랫폼,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장 윤 희)
56. 第25輯 第4號(通卷 56號) (2010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유일한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노 부 호)
② 西洋의 中世 後期 近代意識 成立과 朝鮮 後期 實學思想 成立의 時代的 背景에 관한 比較
硏究 – 그리고 實學思想 成立이후 開化思想과의 連繫問題 및 日本의 帝國主義的 侵略과의
관계를 中心으로 –(국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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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진 병영상인에 관한 역사적 재조명(주 희 춘ㆍ이 희 정ㆍ김 태 준ㆍ박 성 수)
④ 한국 화이트칼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 조선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의 사례, 1918~1953 –(선 재 원)
⑤ 중국의 절동사상과 절강상인의 기업가정신(조 대 우)
⑥ Persistence of History in Market Outcomes
– Evidence from U.S. Restaurant Industry –(Jon Jungbien Moon)
⑦ A Study on the Analysis of European Map(16C~17C)(Shin Kim)
⑧ 이중몰입 연구방법에 대한 소고
–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인과경로를 중심으로 –(김 종 철ㆍ박 재 춘)
⑨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고용관계시스템 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 을 터)
⑩ 최근 한ㆍ일 전기ㆍ전자산업 주요기업의 경영성과의 변화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 동 령)
⑪ 지식근로자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장 영 철ㆍ신 창 훈ㆍ이 정 용)
⑫ Quality Factors Impacting Customer Satisfaction:
A Case of Seoul Royal Hotel in Korea(Hong-Hee Lee)
⑬ 공무조직의 업무특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IT 활용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임 영 규ㆍ박 기 찬)
⑭ 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정부의 역할, 1965~1979 –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최 상 오)
⑮ 1950년대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기술인력 연구(서 문 석)
57. 第26輯 第1號(通卷 57號) (2011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경영(학)의 연구(김 영 래)
② 장보고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이 민 수)
③ 이순신 장군의 린 경영에 관한 연구(장 대 성ㆍ양 종 곤)
④ The History of the firm theory in Economics
– what is the origin of firm theory –(Jeongil Seo ․ Hyoung-Goo Kang)
⑤ Overseas Business Development in Emerging Market Environment
– Daewoo and Uzbekistan Economy(1992~1997) –(Chanhi Park)
⑥ 한국전기초자의 회생전략과 성공요소 – 마음경영과 가치경영 –(노 부 호)
⑦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인지수준과 활용에 관한 연구(오 병 석)
⑧ 국내 축제산업의 역사적 현황과 발전전략(김 민 수ㆍ전 형 구)
⑨ 자산배분 시스템의 활용 및 성과에 관한 연구(구 기 동 이 종 구 서 규 훈)
58. 第26輯 第2號(通卷 58號) (2011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포스코와 한국경제 – 서지적,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 병 연ㆍ최 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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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90년대에서 2010년까지의 산업재마케팅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김 진 숙)
③ 국내 패시브펀드 시장 분석 및 전망 – 주식형 인덱스펀드 및 ETF를 중심으로 –
(이 창 민ㆍ강 형 구)
④ Historical Developments of Inventory Models
(Seung-Chul YoonㆍJi-Hyung LeeㆍHeung-Kyu Kim)
⑤ 드러커와 롤스의 관점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장
– 실업과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문 근 찬)
⑥ 서번트 리더십이 부하직원의 리더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번트 리더십 연구의
진화과정에 나타난 리더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신 숙 희ㆍ장 영 철)
⑦ 재벌의 분할승계와 경제력집중의 변화(최 정 표)
⑧ 대학경영환경이 강의평가에 미치는 영향 – Y대학교 강의평가를 중심으로 –
(김 진 화ㆍ홍 영 은ㆍ박 종 국)
⑨ 애플의 경쟁우위에 관한 연구(천 만 봉)
⑩ ANP의 BCR모델을 통한 스마트폰 구매의 민감도 분석(서 현 식ㆍ송 인 국)
⑪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노사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징 –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송 광 선)
⑫ 대우조선해양의 성장사와 미래전략 연구(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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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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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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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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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담연 최종건 회장의 생애와 기업가정신(김 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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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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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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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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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71. 第29輯 第3號(通卷 71號) (2014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일본 오우미상인 조직의 인재육성시스템에 관한 사적(史的)연구(임 외 석)
② 가상통화의 역사적 고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신 영 미ㆍ신 용 재)
③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발전과정과 최근 개정안에 대한 고찰(정 유 석)
④ 한국 종합상사의 생성논리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삼성물산의 생성과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신 장 철)
⑤ 1960년대 이전 면방직공장의 기능자 양성과정 연구(서 문 석)
72. 第29輯 第4號(通卷 72號) (2014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위대한 기업’을 추구한 창업가 정주영의 특성 및 역량: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김 화 영ㆍ안 연 식)
②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과정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국 쑤저우 굿아크 (Good-Ark)사의 사례를 중심으로(황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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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전통문화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연구(장 영 철ㆍ김 현 정ㆍ이 근 환)
④ 제너시스 BBQ 윤홍근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임 상 혁)
⑤ 일본 이세(伊勢)상인의 조직관리시스템에 관한 史的 고찰
– 에도시대 마츠자카 출신 상인들을 중심으로 –(임 외 석)
⑥ 사적고찰로 본 한ㆍ일 바다목장사업의 전개과정 및 향후과제(문 성 주)
⑦ 한국 공인회계사 제도의 발전사(안 상 봉)
⑧ 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관한 연구(신 용 준)
⑨ GS그룹의 소유구조, 2005~2013년(김 동 운)
⑩ 역사적으로 살펴 본 중국의 對한국 경영외교정책에 관한 연구(윤 덕 병)
73. 第30輯 第1號(通卷 73號) (2015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미국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천(백 광 기)
② 박승직 상점의 창업과 두산그룹의 성장요인으로서 박승직의 경영이념(고 종 식)
③ 한국기업의 국제인수합병 역사와 전략(박 영 렬ㆍ김 필 수)
④ 동아제약 80년 경영핵심역량분석(한 형 호)
⑤ 제도, 규범 그리고 반복되는 금융위기: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의 기원(구 형 건ㆍ박 정 숙ㆍ정 재 웅)
⑥ 국내 생수산업의 성장사 고찰(윤 동 현ㆍ이 병 희ㆍ왕 차 오)
⑦ 창조적 파괴 혹은 파괴적 창조:
대 침체와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 금융 혁신의 교훈(송 수 영)
⑧ 한국 PDA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관한 연구(박 덕 현ㆍ홍 진 환)
⑨ 산업화기(1960~70) 한국기업가정신과 유교(이 한 구)
74. 第30輯 第2號(通卷 74號) (2015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조선시대의 상업과 부보상 조직: 진주권역을 중심으로(김 달 곤ㆍ박 용 식ㆍ김 진 수)
② 1980년대 한국 해운산업구조조정정책 연구: 정책의 입안과 조정과정을 중심으로
(이 상 철)
③ 대한민국 회계의 역사에 대한 고찰(김 승 회ㆍ배 기 수)
④ 한국 모바일 산업의 변천과정과 시대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이동통신 분야를 중심으로(채 영 일ㆍ이 종 구)
⑤ 한국 기업복지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박 길 태)
⑥ 한일국교정상화 이전 생산 설비의 도입(서 문 석ㆍ박 승 준)
⑦ 일본 산업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여 인 만)
⑧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역사(한 병 석ㆍ강 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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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第30輯 第3號(通卷 75號) (2015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SK텔레콤의 성장역사와 미래비전(박 준 범ㆍ강 성 민ㆍ정 상 욱)
② 우리나라 뮤지컬의 산업화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최 원 근ㆍ임 병 진)
③ 조선후기 어염업의 경영방식 연구 – 국영, 관영, 민영론을 중심으로(노 혜 경)
④ 1920~30년대 가정회계와 가계부 담론(한 형 성)
⑤ 상장기업의 자본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김 병 기ㆍ이 종 구)
⑥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장사: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김 수 연ㆍ백 유 진ㆍ박 영 렬)
⑦ 국외 전자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논의 발전과정과 최근 개정안 고찰(정 유 석)
76. 第30輯 第4號(通卷 76號) (2015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실학자 규남 하백원에 대한 경영학적 재조명(주 희 춘ㆍ최 경 주ㆍ모 영 현ㆍ박 성 수)
② 일본 이세(伊勢)상인의 경영혁신사례에 대한 史的 연구
– 에도시대 미츠이(三井)상가를 중심으로 –(임 외 석)
③ 민회빈의 경영실천에 대한 고찰(심 현 철)
④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황 준 성ㆍ배 수 진)
⑤ 독일 BMW의 한국시장 진출 역사와 전략(박 영 렬ㆍ김 필 수)
⑥ 개성공단 정보화 변천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심으로 –
(임 황 용ㆍ임 욱 빈ㆍ이 정 호)
⑦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 야나이 다다시(YANAI TADASHI)의 경영이념과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임 상 혁)
⑧ 리더십 유형과 감성지능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 현 호ㆍ이 흥 연ㆍ이 훈 영)
⑨ 1940년대 박흥식의 기업가 활동과 ‘조선비행기공업(주)’(정 안 기)
⑩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마이다스아이티(MIDASIT)’ 사례의 성공요인(김 현 정ㆍ제 원 우ㆍ장 영 철)
⑪ J. & P. Coats, the British Cotton Thread Making Company, in Brazil before
1945(Dong-Woon Kim)
⑫ 드러커와 미제스의 자유주의적 관점을 통해 본 ‘기능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확장된
가치사슬(문 근 찬)
⑬ 우리나라 공시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강 태 균ㆍ정 호 일)
77. 第31輯 第1號(通卷 77號) (2016年 4月 30日 發刊)
<論文>
①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클러스터에 대한 역사적 고찰(박 희 현ㆍ김 예 원ㆍ신 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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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경영우수모델의 역사적 고찰에 관한 연구(이 현 수ㆍ오 원 정)
③ 경영 승계와 상속세에 관한 연구(고 영 민ㆍ양 성 국)
④ 조선 후기 표해록에 대한 경영사적 고찰(조 영 석ㆍ박 송 춘)
78. 第31輯 第2號(通卷 78號) (2016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SK하이닉스의 성장역사와 생존전략(박 준 범ㆍ정 상 욱)
② 박문수의 기업적 생산체제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노 혜 경)
③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시사점(신 용 재ㆍ신 영 미)
④ 쿠쿠(CUCKOO)전자 구본학의 경영이념과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임 상 혁ㆍ임 병 준)
⑤ 세무사 자격제도 역사적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김 진 태ㆍ서 정 화)
79. 第31輯 第3號(通卷 79號) (2016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일본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 이노베이션과 경영전략
– 고이토제작소(小糸製作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송 정 현)
② 중국기업의 임금제도 전환과 실태에 관한 연구(소 매ㆍ안 종 태)
③ 한국ㆍ미국 마케팅 논문의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00년~2016년 ‘IT’를 중심으로 –(이 준 관ㆍ김 형 재)
④ 세계 최장수 기업 곤고구미(金剛組)의 성립 배경에 관한 연구(이 다 운ㆍ안 윤 숙)
⑤ 1950년대 후반 면제품 수출을 둘러싼 한미 갈등(류 상 운)
80. 第31輯 第4號(通卷 80號) (2016年 12月 30日 發刊)
<論文>
① 한진그룹 오너 조양호 일가의 소유지배에 관한 사적 고찰(김 동 운)
② 한ㆍ중 증권시장 발전사의 비교분석(문 성 주ㆍ김 홍 배ㆍ김 우 수)
③ 조직변화와 정의에 관한 사적고찰: 2009년 쌍용자동차(조 성 준ㆍ전 정 호)
④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배 수 진ㆍ황 준 성)
⑤ 세계 최장수 기업 고용시스템의 역사와 복지자본주의
– The Hudson’s Bay Company, 1880~1930 –(선 재 원)
⑥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임 욱 빈ㆍ신 용 준ㆍ안 상 봉)
81. 第32輯 第1號(通卷 81號) (2017年 3月 31日 發刊)
<論文>
①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사적고찰 및 기호학적 분석(이 지 석ㆍ김 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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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요타, GM, 폭스바겐의 위기역사와 시사점(양 성 국)
③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정 유 석)
④ 영국 산업혁명의 의의와 시사점(이 웅 호ㆍ이 혜 자)
⑤ POSCO’s Growth History and Stakeholders’ Interests(문 성 후ㆍ박 영 렬)
82. 第32輯 第2號(通卷 82號) (2017年 6月 30日 發刊)
<論文>
① 국내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의 변화(1990~2015)(고 해 리ㆍ이 지 은ㆍ김 상 균)
② 불스원의 창업과 성장사: 마케팅전략을 중심으로(이 웅 희)
③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 욱 빈ㆍ이 장 희ㆍ김 봄 이)
④ 코넥스(KONEX)시장의 발전과정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황 성 수)
⑤ 두산120년 – 적응과 변신의 역사(신 현 한ㆍ야나기마치 이사오ㆍ곽 주 영)
⑥ 일본 백화점계의 조선 진출과 경영전략(노 혜 경)
⑦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안 상 봉ㆍ신 용 준)
⑧ 소득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이상과 한계를 중심으로 –(서 정 우)
⑨ 19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의 ‘가계부적기 운동’(한 형 성)
⑩ A Survey on Recent Studies on Corporate Governance
(Sung-Hwan ChoiㆍJee-Hoon LeeㆍDong-Ryung Yang)
⑪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1986~2016) – 창립기(1986~1994)의 발자취 –(고 승 희)
⑫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1986~2016) – 도약기(1995~1999)의 주요활동과 성과 –(김 성 수)
⑬ 롯데마트와 중소 협력업체 간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연구:
2012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시점을 중심으로(박윤희ㆍ서유정)
83. 第32輯 第3號(通卷 83號) (2017年 9月 30日 發刊)
<論文>
① 경제부흥원조의 시작과 기업의 대응(류 상 윤)
②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의 성장사 연구(곽 기 호)
③ 우리나라 소득세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서 희 열ㆍ조 연 엽)
④ 라이나생명보험의 인재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 준 기ㆍ이 종 구)
⑤ 셀룰러제조시스템의 셀 형성을 위한 그룹테크놀러지에 관한 연구(이 용 균)
⑥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1986~2016) – 성장ㆍ발전기(2000~2011) –(이 건 희)
⑦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1986~2016)
– 성숙기(2012~2016)의 연구 성과와 향후 진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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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第32輯 第4號(通卷 84號) (2017年 12月 31日 發刊)
<論文>
① 웁살라 모형의 국제화 단계에 비추어 본 LG전자의 국제화 역사에 관한 연구
(송 기 홍ㆍ정 재 호ㆍ조 혜 진)
② 서울특별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전략(홍 권 표)
③ 한국기업의 중국 동북 3성 진출 역사와 시사점(양 영 수ㆍ박 영 렬ㆍ이 재 은)
④ 한국의 종합상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제도의 도입과 폐지과정을 중심으로 –(신 장 철)
⑤ 신용평가산업의 역사와 신용평가 관련 연구에 관한 고찰(진 동 민)
⑥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변천 및 기업의 진화 – 쿠팡, 티몬, 위메프를 중심으로 –
(김 현 회ㆍ이 병 희ㆍ백 필 호)
⑦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성격변화(서 광 석ㆍ안 종 태)
⑧ 한국 지역 전통상인의 경영특성과 역사적 의의 및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개성상인과 병영상인을 중심으로 –(김 홍 섭)
⑨ 미국 복지자본주의의 선구적 실천 – 넬슨제조회사(N. O. Nelson Manufacturing Co.)
창업자의 도전, 1886~1918 –(선 재 원)
⑩ 동래상인집단의 성쇠프로세스에 대한 史的 고찰(임 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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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第33輯 第1號(通卷 85號) (2018年 2月 28日 發刊)
<論文>
① 경영의 은유법적 접근 사례 –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의 Vision House –(김 인 숙ㆍ장 영 철)
② 삼성전자의 조직정체성 형성 과정(장 용 선)
③ 조선 초기 태종의 경영 리더십 분석：ser-M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여 현 철ㆍ엄 재 근)
④ 한국 제약 기업의 국제 특허 활동 고찰：기업 규모별 비교를 중심으로
(문 희 진ㆍ정 재 은ㆍ정 소 원ㆍ최 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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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論文>
①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 1987-2016년(김 동 운)
② 한국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역사 연구(김 형 욱ㆍ양 지 연)
③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변천과정과 시기별 특징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김 호 원ㆍ이 종 구)
④ 수도권 규제정책의 대두와 반월공단의 초기 형성(이 상 철)
⑤ 한국 초기업교섭 기원의 탐색-1960년대 이전 면방직업 사례를 중심으로
(조 현 민ㆍ이 영 윤ㆍ임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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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조사제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서 정 우)
③ 화신백화점의 성공과 역사문화적 배경(노 혜 경)
④ 신들의 황혼 - 20세기 마지막 신화, STX그룹 -(방 호 진ㆍ하 순 복)
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전개과정과 단계별 특징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김 호 원ㆍ이 종 구)
88. 第33輯 第4號(通卷 88號) (2018年 11月 30日 發刊)
① 현대 자동차의 고유 모델 포니(Pony) 프로젝트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시사점(안 연 식)
② 중국 산자이 문화의 변천 과정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고찰(김 예 원ㆍ김 영 인ㆍ문 병 준)
③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이후 경영학 교육사(곽 주 영ㆍ왕 려 상)
④ 유료방송산업의 성장과 지상파방송의 위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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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1976년 자본시장 육성책을 중심으로 -(이 명 휘)
⑥ 한국 채용제도의 변화과정과 시기별 특징 비교분석 연구
- 스펙중심채용, NCS기반채용, 블라인드채용을 중심으로 -(이 종 찬ㆍ이 종 구)
⑦ 세계 초장수기업들의 장수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 창업천년 일본기업 3사를 중심으로 -(임 외 석)
89. 第34輯 第1號(通卷 89號) (2019年 2月 28日 發刊)
① 일본 세이칸(青函)터널의 건설 배경에 관한 연구
- 홋카이도(北海道)의 지경학적 특성과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신 장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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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동기와 전략
- 시기별 환경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 유 정ㆍ박 영 렬)
② An Exploratory Study of the Korean Online Game Industry:
A Comparative Analysis of Historical Development Stages
- 1998~2019 -(Junkwan LeeㆍJong-Gu Lee)
③ 한국 면방직업 내부노동시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조 현 민ㆍ임 상 훈)
④ IFRS17도입에 따른 보험회계의 역사적 고찰(신 용 준ㆍ박 길 태ㆍ김 진 태)
⑤ 한ㆍ미ㆍ일 ICT 산업의 역사와 산업연관관계 분석
(강 호 준ㆍ이 상 근ㆍ박 수 용ㆍ이 홍 희)
91. 第34輯 第3號(通卷 91號) (2019年 8月 31日 發刊)
① CJ오쇼핑의 태국 진출 전개 과정과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최 순 규ㆍ강 지 훈)
② 중국혁신의 아이콘, 화웨이의 발전과정 연구(김 진 희ㆍ최 명 철)
③ Study on the Aging Activation Strategy of the Time-honored Brand
Laofengxiang(Zhe JiaㆍJae-Hoon Song)
④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2016년 이후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정을 중심으로 -(정 주 영ㆍ민 중 후)
92. 第34輯 第4號(通卷 92號) (2019年 11月 30日 發刊)
① Research on Corporate Culture of China’s Longevity Enterprises
- Focusing on Kweichow Moutai Group -(Lei ShileiㆍJaehoon Song)
② 가천 이길여의 병원, 대학 설립과 기업가정신(이 유 종)
③ 손정의의 기업가정신과 소프트뱅크의 성장전략(야나기마치 이사오ㆍ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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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두산그룹과 4세 경영: 승계 과정 및 의의(김 동 운)
⑤ 노폴트 보험제도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 미국의 노폴트 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이 용 균ㆍ김 미 향)
⑥ 장수기업 구이저우마오타이주의 성장과정과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최 종 윤ㆍ유 성 기)
93. 第35輯 第1號(通卷 93號) (2020年 2月 28日 發刊)
① Global Brand Portfolio Strategy of AmorePacific Corporation
(Hyo-Jin EomㆍOak SongㆍYoung-Ryeol Park)
② 한국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의 발전과정 -교섭당사자와 교섭방식을 중심으로(조 현 민ㆍ임 상 훈)
③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의 엇갈린 운명
(양 성 국)
④ 한국재벌과 소유ㆍ경영 승계: LG와 두산의 비교(김 동 운)
⑤ 군리더십 교리 변천과 전장리더십 사례 연구(김 재 인ㆍ임 재 욱)
⑥ 일본의 손해보험 ADR 도입 배경과 안착 과정(남 상 욱)
94. 第35輯 第2號(通卷 94號) (2020年 5月 31日 發刊)
① The Study of Corporate Growth: 75 Years of Core Managerial Competences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by Daewoong Pharmaceutical
(Shi-Young KimㆍWoong-Yeol YangㆍGwang-Soo Choi)
② The History of Sino-ASEAN Technology Cooperation: Review of the Recent
Two Decades(Jooyoung KwakㆍMeihui JinㆍHyungkun Park)
③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과 지수초등학교 출신 1세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
(김 덕 현ㆍ유 동 희ㆍ정 대 율)
④ QCA기법을 이용한 한ㆍ일 장수기업의 장수요인에 관한 비교연구(김 덕 중ㆍ임 외 석)
⑤ 1940년대 기업정비 3대 업종의 연구(정 안 기)
95. 第35輯 第3號(通卷 95號) (2020年 8月 31日 發刊)
① 한국 석유산업의 개척가, 전민제의 삶과 그 의미(선 유 정)
② 가치관경영에 관한 소고(이 치 우ㆍ김 흥 규)
③ 한국 대학의 시대별 취업진로기구 변천과정과 특징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이 종 구ㆍ김 호 원)
④ 일제시대 화이트칼라의 임금격차 - 조선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 퇴직사망대장 분석,
1918~1944 -(선 재 원ㆍ손 병 돈ㆍ박 현)
⑤ 국내 은행의 비대면 금융서비스 채널 발전사(이 창 우ㆍ장 혜 순ㆍ홍 진 환)
96. 第35輯 第4號(通卷 96號) (2020年 11月 30日 發刊)
① STX그룹의 성공과 실패의 전략적 분석(한 인 구ㆍ김 홍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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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자유화 시대 일본 산업정책의 의의와 한계 - 자동차산업의 사례(여 인 만)
③ 여성친화경영전략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세실업을 중심으로(이 경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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