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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승 희*

요 약
한국경영사학회는 1986년 12월 9일에 창립되었다. 금년(2016)은 창립30주년에 해당한
다. 그 중에서 창립기는 1986년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의 9년 6개월간이다. 그 기간
동안 한국경영사학회가 지나온 행적은 학회창립의 전사시대와 태동기의 지나온 발자취
뿐만 아니라, 창립기의 학술연구활동과 학회지의 발간 등, 경영사학 연구의 기반을 다지
기 위한 노력의 성과이다. 창립기의 리더는 3분이다. 초대와 2대회장인 김병하 교수, 3
대회장인 황명수 교수, 그리고 제3대 회장인 김광수 교수이다. 본 학회의 창립기는 우
리나라 경영사학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갖는다
<주제어> 전사시대, 태동기, 창립기, 창립30주년, 창립기의 리더, 경영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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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롤로그
우리나라 경영사학의 길잡이가 되어온 한국경영사학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반세기의 여정 속에서 경영사학 연구의 씨앗을 뿌린 선배학자들의 헌
신적인 노력으로 학회창립의 주춧돌을 놓은 지 어언 30년, 입지(立志)의 연륜을 헤
아리게 되었다. 시대적 굴절과 변화의 격랑 속에서도 학회의 위상정립과 발전을 위
해 각고의 면려(勉勵)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경영사학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 경영사학의 씨
앗을 뿌리며 선구자의 길을 걸었던 분들, 경영학계에서 홀대(忽待)를 당하는 서러움
을 머금고 학회의 초석을 다진 분들,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
할 때마다 밝은 혜안으로 학회의 앞길을 닦아주신 분들의 노고가 학회창립 3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새삼 돋보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경영사학회는 지난 30년 동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고 명실 공히 경
영사학의 기반을 다지고 학문적 이정표를 정립시켜 우리나라의 학계와 기업계에 경
영사학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왔음을 자부할 수 있다. 이제 다시 새로운 30년을 향해
한국경영사학회의 진취적인 기상을 현양하면서 우리나라 경영사학의 체계화를 시도
함과 동시에, 21세기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학회로서의 위상을 끊임없이 정립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영학부에 경영사 강좌의 개설 등,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좌표를 설정하여 진취적인 기틀을 놓아야 한다. 그
리하여 경영사학자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학회, 그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 학회, 누구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새 시대의 경영사학 풍향계(風向計)를 다잡아가야 할 역할이 오늘의 학회 관계자
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창립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학회
30년의 발자취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4부로 시대 구분하여 접
근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는 제1부 창립기(1986〜1994), 제2부
도약기(1995〜1999), 제3부 성장기(2000〜2009), 제4부 성숙기(2010〜2016) 등, 4부
의 주제로 나누어 역대회장 네 분에 의하여 각각 분담ㆍ집필되었음을 밝혀둔다.
이제 한국경영사학회는 기업경영의 어제를 반추하여 미래를 가늠하는 경영사학
연구의 반석을 확고하게 다져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하여 한국경영사학
회의 무궁한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학회 창립기의 행적을 정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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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경영사학회의 전사(前史)시대
우리나라에서 경영사학이 학회의 이름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의 후반
에 이르러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경제사, 상업사, 무역사, 경영사 등, 이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노력이 영글
어 경영사학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 경영사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문적 연구단체를 결성하고 한국경영사학회를 출범시킨 것은
1986년 12월 9일이다. 미국경영사학회가 발족(1925)한지 61년만의 일이다. 그때부터
경영사학에 관한 연구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국제적인 학술교류도 활기를
띄게 되었다.
따라서 1986년 이전은 한국경영사학회의 전사시대(前史時代)이다. 한국경영사학회
의 창립에 관한 발자취를 정리함에 있어서 그 전사시대에 해당하는 경영사학 연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대학에 경영학과가 최초로 설립
(1955)되어 경영학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한 이후 한국경영사학회가 결성되기까지의
시대사적 상황을 정리함으로써, 경영사학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결과가 한국경영사학
회의 결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한국
경영사학회의 여명기(黎明期)에 이뤄진 경영사 연구결과를 정리하려고 한다.

1. 경영사학 이전의 상업사적 접근시대
1) 우리나라 상업사 교육의 효시
이 땅에 개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새로운 학문으로서
의 상업학이 도입되어 교육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이었다. 갑오경장 이후 고종황
제가 농상공학교를 세워 백성의 업(業)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칙서를 공포한 후,
1899년 6월 24일 칙령(제24호)을 반포함으로써, 농상공학교 설립의 법적 토대를 마
련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상업교육은 정식으로 개시되었다.1)
상업사에 대한 교육은 1905년 보성전문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윽고
대학에서 경영학과가 설치되어 기업경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부터 경영사학에
1) 사단법인 대한상업교육회ㆍ전국상업고등학교교장회, 『상업교육100년사』(1999), PP. 176〜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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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이 점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상업사를 비롯한 경영사학에 관한 연구는
인접학문인 경제사학에 비하여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그 시기에는 경제사학에 편승하여 상업사에 관한 교육이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정
도에 불과했다. 상업사에 관한 교과목이 정식으로 교과과정에 편성된 것은 1905년
보성전문학교의 이재학과(理財學科)에서 상업학 강좌가 개설되고,

1910년에 3년제

의 상업학과로 개편되면서 상업사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영사(상업
사) 교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10년의 보성전문학교 상업학과의 교과목은 다음
의 <표Ⅰ-1>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2)
<표Ⅰ-1> 보성전문하교 상업학과의 교과목 내용(1910)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상업통론,
상업지리,
은행부기,
부기원리,

상업경영론, 은행론, 상업도덕, 상업통신문, 상업산술, 상업주산,
경제원론, 법류과목, 외국어(일어,영어, 청어)
거래소론, 상업사(국내), 철도론, 해운론, 화폐론, 기타 와국어
공업부기, 창고론, 해관(세관)론, 외국무역론, 상업사(외국)

<자료 : 고려대학교100년사(2008)：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50년사』(2007), P. 7.>

그 후, 1917년 연희전문학교의 설립과 상과의 개설, 그리고 1920년에 경성고등상
업하교가 설립되면서부터는 우리나라 상업학 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상업
사에 관한 연구도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특히 관립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중심으로
일본인 교수들이 강의를 담당하여 거의 일본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910년의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한 식민지 교육정책의 일환이었기 때
문이다.
1937년부터 보성전문하교에서는 경영경제학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었고, 1940년
에 연희전문하교가 경영경제학 강좌를 개설하였다. 경성고등상업하교는 1943년부터
경영경제학 강의가 개설되어 경영학에 관한 관심이 점증되기에 이르렀다3). 그러나
상업사에 관한 연구는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였다. 결국, 경영사학
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 대학의 상학과 설치에 따른 상업사학적 접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대학이 다수 설립되어 경제학과와 상학과
를 양대 축으로 경제ㆍ경영 분야의 교육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2) 고려대학교100년사(2008)：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50년사』(2007), P. 7.
3) 상게서,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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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복 이전의 전문학교의 교육내용과 별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교과목도 일
제 시대의 그것과 유사한 교과과정이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극소수의 교수들이 상
업학에 관한 강좌를 담당하여 강의내용도 빈약한 형편이었다고 한다. 총론적인 경영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라는 이름 아래 독일경영학의 내용을 토대로 강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위시한 각 대학교에 상학과가 설치되어 상학 분야
의 각종 강좌가 개설되었고 상업사도 그 중의 하나로서 연구와 교육의 대상이 되었
다. 이윽고 이들 대학의 상학과 졸업생들이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교수직의 보강도
이루어졌다. 1950년대 중반까지 각 대학은 상학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상학
전공 교수들의 연구화동도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학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활발한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경영학은 경영경제학
이라는 과목이름으로 선택과목으로서의 위치에 머물고 있어서 위축된 시대상항이었
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나라 경영사학 연구의 궤적(軌跡)
1) 경영학과의 신설과 경영사학의 신기원
우리나라의 대학에 경영학과가 신설된 것은 1955년의 일이다. 그 해 4월에 고려대
학교 상과대학에 한국 최초의 경영학과가 창설됨으로써, 경영학 교육의 신기원을 이
루었다. 종래의 상학과와 병존하는 형식으로 경영학과가 신설된 것이다. 독립된 학
과로서의 경영학과가 경영학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상학과의 기능이 축소되기 시
작하였다.
그 후 전국의 각 대학에서도 연이어 경영학과를 설치하여 경영학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영학 교육과 연구가 보편화되
었으며, 정부에서도 상학과를 폐지하여 경영학 교육의 일변도를 지향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모든 대학에 경영학과가 설치되어 경영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서 경영학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인접하과가 개설되기도 했다. 회계학과와 무역학과의 신설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대학은 경영대학원을 설립하여 경영학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
시하였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영대학원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경영실무 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계가 추진한 노력의 소산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영
학 교육ㆍ연구가 본격적적으로 학계와 산업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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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은 기업경영에 관한 연구를 지향하는 사회과학으로써, 이론ㆍ정책ㆍ역사의
삼원일체가 이뤄져야 완벽한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는 학문이다. 이론과
정책은 기업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의 관심도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역사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 못하므로, 관
심의 대상 밖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나 나라에 경영학과가 신설되자마자
한국경영학회가 1950년대의 후반에 창설되었지만, 경영사학의 연구단체인 한국경영
사학회가 창립되는 과정은 훨씬 지연되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던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영사학의 신기원을 이루어
30년의 궤적(軌跡)을 조성한 것은 괄목할 만한 학계의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 우리나라 경영사학의 선구자들이 기울인 노력의 면면을 살펴보고, 한국경
영사학회 창립의 발자취를 추적해볼 것이다.

2) 우리나라 경영사학 연구의 선구자들
기업경영의 역사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발자취를 탐구하여 현재의
위치를 비교검토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는데 깊은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현상에 대한 역사적
시각에서 시대관에 따른 사실적 내용과 특징을 조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경영사학에
대한 관심의 본질적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깊은 의미를 지닌 경영사학이 황무지나 다름없던 이 땅에서 연구되기 시작
한 것은 소수의 학자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이다. 그들의 노력이 오늘의 경
영사학회를 영글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원래 경영사학은 상업사라는 이름으로 경제사학에 편승되어 경제사학자들에 의하
여 다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1930년대까지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상업경영에 관한 사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성제국대학이 1926년에
설립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사 연구의 토대가 되었고, 상업사 등도 이와 함께 연구
되었다고 한다. 1924년에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시장(朝鮮
の市場)』，『조선의 상공업(조선の商工業)』, 『조선인의 상업(朝鮮人の商業)』이
출간되었다. 194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인 유자후(柳子厚)가 『조선화폐고(朝鮮貨幣
考: 1940)』, 문정창(文定昌)이 『조선의 시장(1941)』, 최호진(崔虎鎭)이 『근대조선
경제사(1942)』를 저술하였다. 이 근대조선경제사는 조선시대 말기의 상업과 금융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 정평이 나있는 책이다.4)
1945년 광복 이후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 창설되고 경제학과와 상학과가 개설
4) 金柄夏(1989), 『韓國經濟經營思想史』(계명대학교 출판부), PP. 46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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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한국경제사학 연구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그 후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경영학과가 최초로 설치되어 경제사학에 편승되어 연구되던 상업사와 경영사 등에
관한 연구가 독립된 연구영역으로서 신기원을 마지하게 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6ㆍ25)으로 경제사학ㆍ경영사학 등의 연구 정체기에 들어
갔다. 그런 와중에서도 서울대학교의 고승제(高承濟)교수는 『한국화폐유통사서
설』5)과 『이조말엽 화폐위기의 분석』6)을 연구 발표하였고, 이윽고 조선시대의 기
간산업인 면업ㆍ염업ㆍ광업의 생성과 발전 및 몰락과정을 다룬 『근대한국산업사연
구』등7)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최호진 교수는 조선말기의 생산력과 고리대부자본을
연구한 『근대한국경제사연구』8)를 간행하여 정체기의 연구에 활력소가 되었다.9)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영사학의 연구는 경제사학에 편승되었던 상황에서 벗어
나 독자적인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1962년에 조기준(趙璣濬)ㆍ한창호(韓昌浩) 교수의
공저로 『상업사』가, 그리고 1964년에 송기철(宋基徹) 교수의 『경영사(經營史)』10)
가 우리나라 최초로 출간되어 경영사학의 풍향계(風向計)를 제시해 주었다. 뿐만 아
니라, 박원선(朴元善)교수의 『보부상(褓負商)』(1965)과 『객주(客主)』(1968)가 간
행되었다. 또한 유원동 교수의 『이조후기 상공업사연구』(1968)와 김병하 교수의
『이조전기 대일무역 연구』(1969)도 이 무렵에 간행되었다.
1958년에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부설 기업경영연구소가 창설되어 경영관련 연구와
경영학 연구서적들이 출간되었다. 그 중에서 윤병욱 교수의 『독일경영학의 발전』
과 송기철 교수의 『경영사』가 간행되었다. 그리고 1968년에는 경희대학교 부설 경
제경영연구소가 창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병하 교수의 주도로 경영사의 강좌도 학
부에 개설되었다. 이 연구소에서 간행된 『한국경제사문헌자료』에는 「조선송사국
차지서계각(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제1집),

「전환국회고록(典圜局回顧錄)」(제2

집), 「보부상사료(褓負商史料)」(제2ㆍ3집),「구한국화폐문제조사자료(舊韓國貨幣問
題調査資料)」(제4집),「구한말진도부호장부(舊韓末珍島富豪帳簿)」(제5집),「안변부
경영납월별명세(安邊府京營納月別明細)」(제6집) 등이 수록되어 있다.11)
1970대에는 고승제 교수의 『한국금융사연구』(1970)와 『한국경영사연구』(1975)
5) 高承濟(1964), 『한국화폐유통사서설』(서울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1집)
6) 高承濟(1955), 『李朝末葉 貨幣危機의 分析』(서울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2집)
7) 高承濟(1959), 『近代韓國産業史硏究』(대동문화사); 高承濟(1970), 『한국금융사연구』()일조각)
및 高承濟(1975),『한국경영사연구』(한국능률협회).
8) 최호진(1956), 『근대한국경제사연구』(서울, 동국문화사).
9) 김병하, 전게서, PP. 467〜468.
10) 송기철(1964), 『경영사』(서울, 박영사).
11) 上揭書, PP. 468〜470 & P.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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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간되어 경영사학의 연구방향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또한 조기준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성립사론』(1972)에 이어, 상업사 부문에서 강만길 교수의 『조선 후기 상
업자본의 발달』(1９73)도 간행되었다. 더욱이 황명수(黃明水) 교수의 『경영사』와
『기업가사연구』12)가, 그리고 조기준 교수의 『한국기업가사(韓國企業家史)』13)가
출간됨으로서, 경영사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창업이념과 경영사상에 대한 연구에 새
로운 전환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초기에 이르기까지 경영사학에 관한 연구
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상공업사와 농업경영사, 화폐금융사, 그리고 경영사상사와
회계사(史)에 걸쳐서 다양한 연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뤄졌음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경영사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선구적 연구자들의 연구업적을 일일
이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경영사학의 형성과정에서 지대
한 역할을 분담했다고 여기에 언급해 두고자 한다.
<표Ⅰ-2> 경영사학회 전사시대의 선구자들

<자료 : 경영사 연구 史料의 섭렵에 의한 필자 정리ㆍ작성>

이렇듯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우리나라 경영사학 연구에 헌신
했던 상술한 선구자들의 노력은 독립된 과학으로서의 경영사학의 기반이 정립되고
12) 황명수(1976), 『경영사』, (1972) 및 『企業家史硏究』(단대출판부).
13) 조기준(1974) , 『韓國企業家史』(박영사) 및 조기준(1973)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대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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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사학회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게 해 주었다. 한국경영사학
회의 오랜 여명기에 이루어진 경영사학 연구의 여정은 창립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의 경영사학자들에게 소중한 귀감이 될 것으로 믿는다.
경영사학회 전사시대의 선구자들의 연구실적을 정리하면, <표1-2>와 같다.

Ⅲ. 한국경영사학회의 태동
1. 대구경영사연구회의 발족
경영사학은 경영학의 범주에 속하는 학문이지만, 그 발달은 비교적 늦은 편이다.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경영사학 강좌가 개설되고 학회라는 이름의 연구단체가 결성된
것도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한다. 한국경영학회가 1956년에 창설된 것에 비하여 한국
경영사학회의 발족 움직임이 1980년대의 후반기에 비롯된 것을 보더라도 경영사학
이 얼마나 관심 밖의 학문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경영사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해온 몇몇 경영
사학자들이 모여 연구회를 결성한 것이다. 1985년 11월 29일의 일이다. 대구경영사
연구회가 발족한 것이다. 이 모임이 모태가 되어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땅에 한국경
영사학회를 태동시킨 것이다.
이렇듯 한국경영사학회의 발원(發源)은 영남(嶺南)의 대구(大邱)에서 이루어졌다.
경영사학 연구에 관심을 가진 영남지역 대학교수들이 1985년 경상북도 대구시내의
한일호텔에 회집하여 「대구경영사연구회」(가칭)를 발족시키기 위한 결의를 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분은 권병탁(權丙卓)ㆍ김병하(金柄夏)ㆍ김용기(金鏞淇)ㆍ김인환(金
仁煥)ㆍ김준헌(金峻憲)ㆍ이호철(李浩澈) 등, 대부분이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
역의 대학교수들이었다.14)
1986년 1월 6일에 다시 회집한 이들은 가칭(假稱) 대구경영사연구회 창립준비위원
회를 구성하고 발기위원을 선정하였다. 선임된 발기위원 20명은 회집하여 발기위원
회를 개최하고 회의개최일자를 2월 22일로 정하는 등, 연구회 설립준비에 박차를 가
하였다.
1986년 2월 22일에 대구매일신문사 11층에 있는 매일가든 회의실에 모인 발기위
원을 포함한 30여명의 교수들은 대구경영사연구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의
는 유건우(계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병하(계명대) 교수의 경과보고에 이
14) 경영사학회(1986), 『경영사학』,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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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발기위원회가 제안한 연구회의 회칙이 거의 무수정으로 통과되었다. 통과된 회칙
에 따라 임원선출이 있었는데, 초대회장에 김병하(계명대) 교수가 선출되었고, 부회
장에는 김인환(대구대)교수가 선출되었다.

이사에는 고재경(계명대)ㆍ권병탁(영남

대)ㆍ김종규(효성여대)ㆍ나경수(경북대)ㆍ박인태(효성여대)ㆍ안윤태(영남대)ㆍ윤근호
(경북대) 교수가 선임되었고, 감사에는 이정도(경북대) 교수가 선출되어 대구경영사
연구회가 출범하였다.15) 이것이 한국경영사학회의 태동이요 시발점이 되었다.

2. 대구경영사연구회의 활동
상술한 바와 같이 대구경영사연구회가 결성된 후, 첫 임원회의가 1986년 5월 22일
에 대구시내의 한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향후 대구경영사연구회의 연구활동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구발표회의 개최문제와 회지발간 및 경영사 심포지엄
에 관한 의제를 상정하고 심의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사(史)연구에 대한 앞으로의 활
동방향을 논의하였다.
대구경영사연구회는 1986년 9월 20일에 대구시내의 음식점(마이홈)에서 제2차 임
원회의를 개최하고 연구발표회 및 심포지엄 일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연구회지편
집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대구경영사연구회의 진로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학회의 창립을 위하여 대구경영사연구회의 발전적인 해체를 결의하기에 이
르렀다. 그리하여 대구경영사연구회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날에 정기총회를 개최함
과 동시에, 대구경영사연구회의 회원 전원이 학회창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기로 결의
하여 그날 창립총회도 겸하여 개최하기로 결의했던 것이다.16)
이윽고 정기총회와 학회창립을 위한 총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계
명대학교 총장이 베푼 리셉션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날 결의된 경영사
학회의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 등, 학회의 결성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가
대단하였다.
<표Ⅰ-3> 대구경영사연구회의 활동실적(1986)
발 표 자
(1) 김 병 하
(2) 이 호 철
(3) 권 병 탁

발 표 논 제
주화(鑄貨)의 유통과 「돈」의 어원(語源)에 관한 연구
조선 전기의 농장경영(農莊經營)
교동최씨가연구(校洞崔氏家硏究)

사
김
고
나

회
인
재
경

자
환
경
수

<자료: 경영사학회(1986), 『經營史學』창간호(1986), P. 209>
15) 고승희 (1996),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관견」(한국경영사학회, 『經營史學』제13집, PP.
349〜350.
16) 경영사학회, 상게서, P. 209 ; 고승희, 상게논문, PP. 3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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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2월 9일에 대구경영사학회의 학술연구발표회가 계명대학교 동서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때 발표된 논제와 발표자 및 사회자는 <표 1-3)과 같다.
이렇듯 대구경영사연구회는 출범한지 1년여의 활동기간을 마감하고 경영사학회의
결성과 더불어 그 활동이 마감되었다. 그리고 대구경영사연구회의 회원 모두와 연구
활동에 대한 일체의 내용은 새로 발족되는 경영사학회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새로
출범하는 경영사학회는 공식적인 학술단체로서 활발한 연구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를 교환하는 학회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게 되었다.

Ⅳ. 한국경영사학회의 창립과 학술연구 활동

1. 경영사학회의 창립
1) 창립총회
대구경영사학연구회가 발족한지 1년여의 회임기간을 거쳐 경영사학회가 창립된
것은 1986년 12월 9일의 일이다. 대구지역 대학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대구경
영사학연구회의 연구발표회가 열렸던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국경영사학연구회
의 회원 전원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인대회를 겸한 「경영사학회 창립총회」가 개최
되었던 것이다. 대구경영사학연구회의 회장이 그 동안의 과정을 경과 보고하였으며,
이윽고 새로운 회칙이 통과된 후, 임원선출에서는 대구경영사학회의 임원이 그대로
새로 출범하는 경영사학회의 임원으로 승계하도록 결의하였다.17)
따라서 김병하(계명대)교수가 새로운 경영사학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
는 초대 학회장으로서의 취임 인사를 통하여 만시지탄이 있으나 경영사학 연구의 요
람으로 성장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미래의 포부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그
는 학회의 명칭이 「경영사학회」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경영사학의 성격 상
지역적인 느낌을 주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생략했으나, 영문표기에는 “The Korea
Busines History Society”로 정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윽고 계명대학교 총장이 베푸는
창립축하 리셉션이 열렸고, 참가회원 모두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경영사학회의 탄생
을 축하하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17) 경영사학회, 상게서, P. 209.

- 259 -

｢경영사학｣ 제32집 제2호(통권 82호)

2017. 6. 30, pp. 249~283

2) 회칙 통과와 임원진 구성
창립총회에서 심의 통과된 회칙은 다음의 <표Ⅰ-4>와 같다. 그리고 회칙에 따라
선임된 초대회장 김병하 교수는 새로운 경영사학회의 초대임원을 위촉하고 정식으로
학회를 출범시켰다.
<표Ⅰ-4> 경영사학회 창립 당시의 회칙 전문
경영사학회 회칙 (1986〜1991)
제1조 본회는 경영사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3조 본회는 경영사 및 그와 관계되는 분야의 연구를
촉진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 정회원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강의경력을
가진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하며, 준회원은
대학원 석ㆍ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재학생과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의
사업 활동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 및 인사로
한다.
제6조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약간명,
(4) 간사 약간명, (5) 감사 2명
제8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본회의 회칙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 (2) 기업체의
社史 및 企業家史의 실증적 조사 연구, (3) 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4) 관계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관련된 사업
제11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에게 부과하고
명예회원에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본회에는 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는 회칙개정, 사업계획, 임원선출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본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5조 임원회는 총회의 수임사항과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7조 본 회칙은 198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자료 : 경영사학회(1987), 『경영사학』 제2집, PP. 219〜220.>

경영사학회의 창립 이듬해인 1987년 2월 14일 오전에 산업시찰(제일합섬)을 하였
으며, 이어서 상대(上大)온천호텔에서 제1차 임원회를 겸한 경영사학 간담회가 있었
다. 1987년 3월 7일에는 대구시내의 음식점(마이홈)에서 제3차 임원회가 개최되었
고, 회지 「경영사학」창간호가 간행ㆍ배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1987년 11
월 18일 대구시내의 음식점(마이홈)에서 제4차 임원회가 개최되었다.18)

18) 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2호(1987),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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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5> 경영사학회 창립초기의 임원진 명단
직 책
회
장
부 회 장
감

사

이

사

간

사

성
김
김
황
이
권
김
박
안
이
최
황
유
배

병
인
하
호
병
신
재
춘
정
태
명
건
수

명
하
환
현
철
탁
웅
록
식
도
호
수
우
진

소 속 대 학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대구대하교 경제학과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계명실업전문대학 경옇학과

비 고

<자료 : 경영사학회(1988), 『경영사학』제3집. P. 227>

1988년 12월 20일에는 청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정기학술발표회가 끝난 후,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임원진 개선이 있었다. 제2대 회장에 초대회장 김병하(계명대)
교수가 재선되었다. 제2대 임원진은 초대와 같은 구조로 김병하 회장을 구심점으로
하는 체제가 지속하게 되었다. 다만, 감사의 교체가 있었고, 이사에는 대구지역 대학
의 교수의 범위를 벗어나 전국적인 분포가 이루어졌다.19)
경영사학회 제2대 회장시대의 임원진은 <표Ⅰ-5>와 같다.

2. 창립 초기의 연구 활동과 학술지 발간
1) 창립 초기의 학술연구 활동
(1) 1987년도의 활동

경영사학회의 운영진은 창립기념 연구프로젝트를 기업가사에 초점을 맞추어 「성
곡 김성곤연구」로 정하고 야심찬 학술연구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 결과는 이듬해인
1987년 2월 14일 대구매일신문사 11층 홀에서 개최된 제2회 학술심포지엄에서 250
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발표와 공개토론을 진행하였다. 모두 5편의 연
구논문이 발표되었고, 경영사학 연구요람으로서의 역할은 출발선상에서부터 성공적
이었다.
19) 경영사학회(1990), 『경영사학』, 제5집, P. 149; 고승희, 전게논문, P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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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6> 1987년도의 경영사 학술연구발표회의 내용
발표년월일

발표자

발 표 논 제

토 론 자

사회자

김용기
(영남대)
김병하
(계명대)

김인환(대구대)ㆍ신규성(동아대)
안윤태
「경영사 연구방법론 서설」
이정도(경북대)ㆍ황명수(단국대)
(영남대)
고승제(한양대)ㆍ이원재(KIET)
윤근호
「省谷의 생애와 경영이념」
정병휴(서울대)
(경북대)
1987년
2월 14일
박영규(대구MBC)ㆍ박용규(대구매일)
김병하
나경수
「省谷의 정치 및 언론기관경영」 박인태(효성여대)ㆍ김기호(경희대)
(계명대)
(경북대)
(대구매일신
이종훈(중앙대)
문사 11층
김종탁(대구상의)ㆍ김준헌(영남대)
최태호
김옥근
홀)
「省谷의 육영」
이상조(숙명여대)ㆍ조기준(한양대)
(국민대)
(부산산업대)
조인석(인하대)
배수진
「省谷의 체육활동과 기업 및
강용수(창원대)ㆍ박성봉(경희대)
박명광
(계명전문대) 쳬육계에 미친 영향」
이철희(계명대)ㆍ정덕기(충남대)
(경희대)
황명수
「미국의 경영사 연구동향」
김종현(서울대)ㆍ조상국(효성여대)
1987년
(단국대)
12월 9일
김준헌
권병탁
「金台原의 金鑛經營」
권상장(계명대)ㆍ김식현(서울대)
(영남대)
(영남대)
(영남대학교
김병하
경영대)
「三共合資會社硏究」
김인환(대구대)ㆍ나경수(경북대)
(계명대)

<자료: 경영사학회((1986 및 1987), 「경영사학」창간호 및 제2집, PP. 259〜260>

그 여세를 몰아 1987년 12뤌 9일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세미나실에서 창립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3회 학술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다. 모두 3편의 경영사 학술연구 논
문이 발표되었다.20)
이상의 1987년도에 실시된 경영사 연구발표회의 내용은 <표Ⅰ-6>과 같다.
(2) 1988년도의 활동

1988년 2월 14일, 포항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경영사학회의 제4회 학술연구발표
회가 열렸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이 날의 발표회는 김
병하 회장의 「省谷의 기업가 활동」을 위시한 3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하는 순
서로 진행되었다.
1988년 12월 20일 청주대학교 강당에서 제5회 학술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어, 3편
의 경영사 및 회계사에 관한 논문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여기서는 모두 3편의 논문
이 발표되었다. 1988년도의 학술발표 실적은 <표Ⅰ-6>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제5회 학술연구 발표회가 끝난 후, 열린 정기총회에서 경영사학회 제2기 회장단
선출과 임원진 개선이 있었다. 김병하 초대회장이 제2대 회장으로 재선되었다. 임기
는 1989년 3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이다.
재신임을 받은 김병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경영사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
20) 경영사학회(1987), 『경영사학』제2집, PP. 25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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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학술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회운영을 경영사학의 국제적 학술
교류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경영사학』제2집이 1987년 12월에 발간되어, 1988년 2월 20일 학술연구발표회
에 맞추어 배포되었다.
<표Ⅰ-7> 1988년도 경영사학회 연구발표 실적
발표일ㆍ장소
1988년
2월 14일
(포항상공회의소)
1988년
12월 20일
(청주대학교)

발 표 자

발표논제

김병하(계명대) 「성곡의 기업가 활동」
황명수(단국대) 「성곡과 금성발직」
조기준(고려대) 「한국 시멘트공업의 전개와 쌍용양회」
「중상주의시대에 있어서의 자유무역의 생성과
유건우(계명대)
기업활동」
「일제시대 청압 김원근의 육영자본 육성에 관한
김신웅(청주대)
연구」
고승희(단국대) 「회계발달사에 관한 서설적 연구」

토론자

사회자

미 상

미 상

황명수
(단국대)
박광서
(순천향대)
김병하
(계명대)

김성수
(경희대)

<자료: 경영사학회(1990), 『경영사학』제5집, P. 149(휘보)>

(3) 1989년도의 활동

1989년도의 학술연구 활동으로는 김병하 회장의 주관 하에 「삼성그룹의 창업자,
호암 이병철 연구」를 주제로 하여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
다. 그 연구결과는 본 학회의 학술지인 「경영사학」제4집에 수록되어 있다.
1989년도 본 학회의 학술연구프로젝트의 특집으로 발표된 실적은 <표Ⅰ-8>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표Ⅰ-8> 1989년도의 학술연구프로젝트(「호암 이병철 연구」)의 내용
총괄주제
연구기간
개별주제
및
연구자

『삼성그룹의 창업자, 호암 이병철 연구』(연구책임자 : 김병하 회장
1989년 5월 1일〜1989년 10월 31일 (6개월간)
①「삼성물산의 성립과 호암의 기업가활동」
황명수(단국대 교수)
② 「호암의 사업전환」
김병하(계명대 교수)
③「호암의 제일모직」
조기준(고려대 교수)
④「호암의 다각적 경영과 한국」
최명규(한성대 교수)
⑤「호암과 삼성전자의 사업전개」
안춘식(한양대 교수)
⑥ 「호암의 육영ㆍ문화사업관과 事蹟」
유원동(숙명여대 교수)

<자료: 경영사학회(1989), 『경영사학』제4집, PP. 1〜195.>

그리고 1990년도의 학술연구 활동은 국제학술교류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접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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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립초기의 학술지 발간 실적
창립초기라 함은 초대와 제2대의 김병하 회장시대이며, 1986년 12월 9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을 일컫는다. 이 시기에 간행된 경영사학회의 학술지인
『경영사학』은 창간호부터 제5집까지의 실적이다. 이하 이를 간단히 언급한다.
1986년 12월 30일자로 경영사학회 학술지인『경영사학』창간호가 출간되었다.
「성곡 김성곤 연구」를 특집으로 꾸며 그에 관한 기업가사적 연구논문 5편이 실렸
는데 경영사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친 것들이다. 그리고 3편의 경
영사 일반논문과 2편의 서평(書評)도 수록되어 있다.
1987년 12월 20에 『경영사학』제2집이 출간되어 전 회원에게 배포되었다. 우리
나라 기업가 활동의 사례를 특집으로 꾸민 이 회지는 경영사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8편의 기업가사 관련 논문과 2편의 서평(書評)이 수록되어 있다.
『경영사학』제3집은 1988년 12월 30일자로 발행되었다. 여기에는 경영사학회 제
5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친 논문을 비롯한 2편의 일반경영사 논문과 2
편의 서평이 수록되어 있다.
『경영사학』제4집은 1989년 12월 30일에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표Ⅰ-7>의 삼성
그룹의 창업자에 관한 연구결과를 수록하였으며, 일본 경영사학자의 논문 2편과 Fuji
경영사회의에 다녀온 참가기가 실려 있다.
『경영사학』제5집은 1990년 12월 29일에 간행되었다. 김병하 회장의 「1979년까
지의 현대건설의 자본축적과 경영이념」과 일본 오사까(大阪)대학의 사꾸도 요타로
(作道洋太郞)교수의 연구논문 「住友財閥の形成と廣瀨宰平の企業家活動」이 김용기
교수의 한국어 번역으로 실렸으며, 그리고 2편의 경영사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경영사학회 창립초기에 간행된

학술지인 『경영사학』창간호부터

제5집까지를 <표Ⅰ-9>에 모아 정리한다.
<표Ⅰ-9> 경영사학회 창립초기(19861990)의 『경영사학』 발간실적
발행기관

경영사학회

학술지명

발행호수

발행년월일

『경영사학』

창간호

1986. 12. 30.

『경영사학』

제2집

1987. 12. 30.

『경영사학』

제3집

1988. 12. 30.

『경영사학』

제4집

1989. 12. 30.

『경영사학』

제5집

1990. 12. 29.

<자료 : 경영사학회(1986), 『경영사학』창간호〜제5집 참조>

- 264 -

게재논문수
특집:「성곡 김성곤 연구」5편
일반경영사 3편, 서평 2편
특집: 「기업가 활동 사례」5편
일반경영사 2편, 서평 2편
일반경영사 논문 5편, 서평 2편
특집: 「호암 이병철 연구」5편,
읿반경영사 논문 2편, 動向 1편
일반경영사 논문 3편, 動向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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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립초기의 국제학술교류활동
제2대 회장으로 재신임을 받은 김병하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고 1990년 2월경에
한일경영사회의(韓日經營史會議)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준
비 일체를 회장단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김병하 회장은 일본경영사학회와
국제적 학술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1990년 2월 17일부터 동 18일까
지 양일 간 대구시내의 힐탐호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
다.21)
<표Ⅰ-10> 제1회 한일경영사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개최일ㆍ장소

1990년
2월 17일
09 : 30
∣
17 : 00
(대구
힐탑호텔볼룸)

주제별 논제

연구발표자

지정토론자

나경수(경북대)
제1부 : 「호암 이병철의 경영이념과
김병하
石川健次郞(同志社大)
사업전환」
(본학회 회장)
조상국(효성여대)
제2부:「住友財閥の形成と広瀬宰平の
作道洋太郎
김용기(영남대)
企業家活動
(大阪大学)
이호철(경북대)
제3부:「삼성물산의 성립과 호암의
황명수
안춘식(한양대)
기업가활동」
(단국대)
유원동(숙명여대)
제4부:「財閥史の企業集團論の接點石川健次郞
김경태(이화여대)
-その方法と課題--」
(同志社大)
전성일(포항공대)
조기준
김신웅(청주대)
제5부:「호암과 제일모직」
(학술원 회원) 作道洋太郎(大阪大学)
초청강연 : 安岡重明 (일본경영사학회 회장)
「戰前期の日本の財閥--所有者と經營者との關係-」

사회자
권병탁
(영남대)
김준헌
(영남대)
유건우
(계명대)
이용덕
(계명대)
강명규
(서울대)

<자료 : 경영사학회(1990), 『경영사학』제5집, PP. 149〜150.>

그 결과, 1990년 1월 5일부터 동 8일까지 일본경영사학회가 주최하는 Fuji
Conference에 초청받아 회장단 일행이 참석하였다. 이 컨퍼렌스에서 포항공대 부설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전성일(全聖一)부소장이 「철강산업 국제경쟁력의 변화--포항제
철의 사례」라는 주제로 본 학회를 대표하여 발표하였다.
이윽고 1990년 2월 17일 9시 30분부터 대구 시내의 힐탑호텔 회의실에서 일본경
영사학회의 회장단 일행을 초청한 가운데 제1회 한일경영사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날 학술회의의 공동주제는 「재벌사 연구」였다. 이에 따라 각 주제별 발표가 5
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주제별로 발표가 있은 후, 양국 경영사학자들이 공동으
로 페널 디스커션이 이루어졌다. 학술회의가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려 화기애애한 가
운데 한일간 경영사학 학술교류를 축하하였다. 이어서 2월 18일에는 양국 경영사학

21) 경영사학회(1990), 『경영사학』제5집,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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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참가자 전원이 경주관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22)
이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표Ⅰ-10>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Ⅴ. 한국경영사학회의 전국적인 학회로 출범

1. 학회의 조직개편과 서울시대 개막
1991년 2월 8일 원광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연구발표회가 끝난 후 열린 정기
총회에서 임원진 개선이 있었는데, 제3대회장에 황명수(단국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창립 초기에는 김병하(계명대)교수가 회장직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지역을 중
심으로 하는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경영사학회의
학술활동도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학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동
안의 학회 활동을 보면, 거의 영남지역에서 학술활동이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3대 회장으로 황명수(단국대) 교수가 선임되었으므로, 차후 경영사학회
의 운영은 서울에 소재한 단국대학교를 구심점으로 하여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드
디어 경영사학회의 서울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서울지역의 경영사학자들이 중심이 되
어 학술연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전국적인 학회로서의 출범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영사학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황명수(단국대)교수는 우선 회칙을 개정
하였다. 개정된 샐운 회칙은 <표Ⅰ-11>과 같다.
이어서 황명수 회장은 학회의 조직개편을 단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분포된 임
원진을 구성하였다. 학회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그는 심기일전의 경영체제를 갖추어
회원 증강 등, 전국적인 학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학회지인
『경영사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문편집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 게재
용 논문의 심사를 강화했다. 전국적인 학회의 위상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23)

22) 상게학술지, PP. 149〜150.
23) 경영사학회 논문편집위원회 설치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규정 내용은 여기
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규정 본문은 경영사학회(1991.), 『경영사학』제6집, PP. 203〜204
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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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1> 개정된 경영사학회 회칙
제13조(임원의 권한)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
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영사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경영사에 관련된 학술연구와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상임이사는 회장의 주재 하에 본회의 사무를 협의한다.
④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

업을 한다.
(1) 경영사와 이에 관련된 연구와 조사, (2) 회지 및 연구
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의 개최, (4) 본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

다.
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관계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
제14조(사무국의 구성) ①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회장은 상임이
류
사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로 하고, 이를 구분하여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②회장은 필요할 경우, 간사 밑에 실무를 담당할 간사보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5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으로 한다.
정기총회는 년1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제6조(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이상의 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한다. 준회원은 경영사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재학생 및 그에 준
하는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외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 제16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이결한다.
(1) 회칙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회원의 권리와
나 출연을 하는 자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의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5) 기타 주요사항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관(단체포함)으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
(3) 예산서 및 결산서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하여야 하며, 본회의 제반사업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사항, (5) 기타 주요사항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
제18조(정족수) ①모든 회의는 회원 다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탈퇴의사를 표시했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현
저히 손상시켰을 때.
②전항의 (2)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에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①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부득의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의결권을
회장 및 출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회의사항에 과하여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부금,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찬조금,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상임사 약간명, 이이
②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③감사는 2인으로 한다.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사회각계의 인사 중에서
부 칙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다..
제10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 본 회칙은 198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
본 회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쳐 선출한다.
본 회칙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993년 2월 28일까지로 한
제11조(감사 및 이사의 선출) ①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②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
서 인준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없다.

<자료 : 경영사학회(1991), 『경영사학』제6집, PP.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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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대 회장 시대의 임원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했던 회칙을 개정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함과 동시
에, 경영사학회의 서울시대를 출범시킨 제3대 황명수(단국대) 회장은 심기일전하여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ㆍ가입시킴으로써, 전국적인 학회로서의 위상을
정립시켜나갔다. 그리고 논문집편집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영사학』학술지에 게
재되는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음은 물론, 학회의 소식지인「뉴스레터」를 창간
하여 국내외 경영사학계의 동향과 회원 동정을 알리는 등, 발전적 학회운영을 하면
서 학회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전임회장시대에 개시된 경영사학 연구프로젝트를 계승하여 기업가사의 연구를 진
행하였다. 그 첫 번째의 연구 사업으로 (주)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연구」
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천년 상업사의 연구를 기획ㆍ진행하여 『한
국의 시장사업사』를 간행하는 등, 학회발전에 크게 헌신했던 것이다.
경영사학회의 제3대 황명수 회장시대의 임원진은 다음의 <표Ⅰ-12>와 같다.
<표Ⅰ-12> 경영사학회 제3대 임원진(1991. 3. 1.〜1993. 2. 28.)
직

책

성

명

소속대학ㆍ학과

고

문

김

병

하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회

장

부

회 장

감

사

황
박
김
박
고
고
김
김
김
안
이
최
이

명
재
광
광
승
시
도
성
종
춘
승
태
한

수
록
수
서
희
천
경
수
현
식
욱
호
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수원대학교 경제학과

상 임 이 사

이

사

강 계 삼
외 12명(생략)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자료 : 경영사학회(1991), 『경영사학』제6집, P. 191.>

- 268 -

비
고
제1대ㆍ제2대 회장
역임

(학회 간사 겸임)

(이사 명단은
지면관계상 생략함)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1986〜2016) – 창립기(1986~1994)의 발자취 -

고승희

3. 제4대 회장 시대의 임원진
1993년 6월 5일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
회에서 제4대 회장에 김광수(숭실대) 교수가 선출되었다. 이 자리에서 선출된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새로운 각오로 경영사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
부를 피력하였다. 따라서 김광수(숭실대) 제4대 회장의 임기 중에 이루어진 대표적
인 업적은 경영사학회가 수여하는 창업대상제도를 마련한 점과 해외 경영사적지 탐
사활동을 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경영사학회 제4대 임원진의 명단은 <표Ⅰ-13>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표Ⅰ-13> 경영사학회 제4대 임원진(1993. 3. 1.〜199５. ６. ３０.) 명단
직 책

성

고

문

회

장

부

회 장

감

사

상 임 이 사

이

사

김
황
김
박
김
박
고
김
김
안
이
이
최

명
병
명
광
재
성
광
승
도
신
춘
승
한
태

하
수
수
록
수
서
희
경
웅
식
욱
구
호

소속대학ㆍ학과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동덕여대 경영학과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수원대학교 경제학과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비 고
제1ㆍ제2대 회장 역임
제3대 회장 역임

(이사명단은 지면관계상
생략함)

이사는 모두 31명

<경영사학회(1993), 『경영사학』제8집, PP. 387〜388.>

Ⅵ. 창립후반기의 학술활동과 「경영사학」 발간실적

1. 전국학회로서의 경영사학회 학술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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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수(단국대)교수가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경영사학회는 비로소 서울시대
가 개막되었고, 전국적인 학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하는
회원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영사학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학회의 소식을 담아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경영
사학회의 존재감을 고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소식지로서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경영사학 사적지 학술탐사를 기획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세계의
경영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영사학적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조성하였다. 첫 행
선지로 산업혁명 발생지를 선정하여 해외학술탐사활동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창업대상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기
업가사연구의 새로운 모멘텀을 조성하였음은 특기할 만한 실적이다. 이하에서 경영
사학회 창립 중기(서울시대)의 학술연구 활동을 정리한다.

1) 경영사학연구발표회
(1) 1991년도 및 1992년도의 학술심포지엄

1991년 2월 8일에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원광대학교 경영 홀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제6회 경영사학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3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1991년 11월 9일에는 서울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세미나
실에서 제7회 경영사학 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
운데 4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1991년도의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표Ⅰ-14>와 같다.
<표Ⅰ-14> 1991년도의 학술연구발표회 내역
년도ㆍ장소
199１년
2월 8일
(월광대학교
경영홀)

발표자
유건우
박광서
이영구
이호철
김성수
(경희대)
1991년
김신웅
11월 9일
(단국대학교 (청주대)
경영대학원 안춘식
최고경영자 (한양대)
과정실)
황완성
(국민대)

발 표 논 제
「17ㆍ18세기에 있어서의 자유무역주의와 무역경영」
「기업경영의 문화적 배경-일본사례를 중신으로」

토론자

사회자

「농촌주민의 구성고 존재양태에 관한 경제사적 고찰」
「한국노동임금형성사의 정립을 위한 서설적 고찰」
「대지주 토지자본의 산업자본 전환과정」
「한국 기업자본제도의 사적 전개와 그 특징」
「일본 자본주의성립기의 공업구조」

설봉식
이승욱
(중앙대) (단국대)
이한구
박재록
수원대 (원광대)
강계삼
김도경
(서원대) (동덕여대)
박광서
김병하
(순청향대) (계명대)

<자료 : 고승희(1996),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관견」(『경영사학』제13집, P.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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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2년 2월 10일에 제8회 정기학술발표회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발표의 내용은 <표Ⅰ-15>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표Ⅰ-15> 1992년도의 학술연구발표회 내역
년도ㆍ장소

발표자
발표논제
김혜수
「1941〜1950 충남제사(주)의 경영구조」
(강릉대)
柳町功
「재벌-정부관계의 역사적 추이」
(나고야 상대) --삼성재벌의 사업확장과정을 중심으로-강계삼
「일제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의 발전」
(서원대)

1992년
2월 10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토론자
이한구
(수언대)
박광서
(순천향대)
이원우
(숭실대)

사회자
김도경
(동덕여대)
김종현
(서울대)
김성수
(경희대)

<자료 : 고승희(1996),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관견」(『경영사학』제13집, PP.395〜396.>

(2) 1993년도 및 1994년도의 학술심포지엄

1993냔도 정기학술발표회는 동년 6월 5일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는
3면의 발표가 있은 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994년도의 정기학술연구발표회가 동년 11월 26일 원광대학교 경영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의 발표회에서는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명의 발표와 토
론이 있었다.
이상의 1993년도 및 1994년도의 학술연구발표회의 내용은 <표Ⅰ-16>와 같다.
<표Ⅰ-16> 1993년도 및 199４년도의 정기학술발표회 내역
일자 및 장소
1993. 6. 5.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미나실

1994. 11. 26.
원광대학교
경영홀

발표자
박광서
(순천향대)
지정택
(아주대)
신두휴ㆍ이광주
(단국대)
이상옥
(안양대)
임향근
(원광대)
박광서
(순천향대)

논

제

토론자

사회자

박재록
김신웅
「목산 허주열의 생애와 경영이념」
(원광대)
(청주대)
「社史 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김도경
김성수
발전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경희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시장제도의
김도경
김병하
근대화 과정」
(동덕여대) (계명대0
「한국 재래시장의 변천과 유토근대화에 조수종
관한 연구」
(충북대)
「甲午 혁명정신을 통한 경제개혁
김창의
김도경
방안」
(원광대) (동덕여대)
김신웅
「율곡 이이의 경제사상」
(청주대)

<자료 : 고승희(1996),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관견」(『경영사학』제13집, PP.3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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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프로젝트 수행과 학술연구서적 간행
1992년도에는 (주)신세계백화점 부설 한국유통산업연구소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
아 우리나라 소매상업의 통사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기간은 1992년 4월 1일부터
1992년 9월 30일까지(6개월간) 연구 완료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은 황
명수(본학회

회장ㆍ단국대교수)ㆍ김병하(계명대교수)ㆍ신두휴(단국대교수)ㆍ김성수

(경희대교수)ㆍ고승희(단국대교수)ㆍ이광주(단국대교수)ㆍ황완성(국민대교수)등, 7명
의 본 학회 회원이었다.
이 연구프로젝트는 한국의 5천년 시장상업사를 연구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본
학회 창립 이래 최초의 연구 사업이었다. 이 연구의 진행은 당시 본 학회 황명수 회
장 주재로 여러 차례의 회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연구진행 상황의 검토 등, 연구진
간의 심도 있는 관련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6개월간의 연구가 끝나고 각자의
완성된 원고를 모아 종합토론과 검토를 마친 다음 완성본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제출된 연구결과을 검토한 (주)신세계백화점 측은 1992년 11월 1일자로
(주)신세계백화점 출판부에 의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24)
또한 1993년도부터 새로운 기업가사연구가 기획되었고 1993년 9월 1일부터 「유
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기간은 1년간이었다. 연구책임
자는 황명수(단국대) 명예회장께서 맡았으며, 모두 9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연구
에 돌입하였다. 이 연구느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유한양해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94년 8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연구가 끝나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보서의
형식으로 (주)유한양행에 제출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동년 12월 중에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주)유한양행 측에서 1995년 1월 15일
이 유일한 창업자의 탄신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1995년 봄에 학술발표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청이 있어 그에 응하기로 하고 연기하게 되었다.
연구결과는 『경영사학』제9집에 특집「유일한 연구」로 게재하였다. 그 중 일부
가 1995년 4월 7일에 롯떼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발표되었던 것이다.
조기준(학술원회원 및 고려대) 명예교수의 「신상(紳商)으로 살아온 유일한」이라
는 제목의 특별강연이 있은 다음, 김광수(숭실대) 회장이 「유일한의 생애와 경영이
념」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본 학회에서 참여한 연구진 5명의 연구발표와 토
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연구발표회에는 (주)유한양해의 경영진 대표로 연
24) 황명수 외 6인(1992), 『한국의 시장상업사--소매상업 발달의 통사적 연구--』, (주)신세계백화
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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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회장이 토론에 참가하였으며, 창업자 유일한의 삶과 경영자로서의 정신을 추억
담으로 들려주어 한국의 참 기업인임을 감지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주)유한양행의
임직원 및 사원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연구발표회의 내용은 <표Ⅰ-17>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표Ⅰ-17> 「유일한 박사 탄생100주년 기념 학술연구발표회」의 내역
년도ㆍ장소
1995년
4월 7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오전)
10:20〜12:20

1995년
4월 7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오후)
13:30〜17:30

발표자

발표논제

토론자

사회자

조기준(학술원회원) 「신상(紳商)으로 살아온 유일한」 (특별강연)
김광수(숭실대)

「유일한의 생애와 경영이념」 (주제발표)

김성수(경희대)

「유한양행의 성장과 발전」

안춘식(한양대)

「유일한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

고승희
(단국대)
김도경
(동덕여대)
빅광서
(순천향대)
이현희
(성신여대)

이건희
(이화여대)

김병하
(계명대)

이승욱(단국대)

「유한양행의 경영진들」
「유일한의 사회사업과 육영사업」
「유일한의 경제사상과 사회적
책임관」

연만희
(유한양행)
이한구
(수원대)
김신웅
(청주대)

김종현
(서울대)

「유일한의 독립운동 연구」 (특별보고)

<자료 : 경영사학회(1995), 「유일한 박사 탄생100주년기념 학술발표회」, PP. 1〜118>

2. 창립후반기의 「경영사학」학술지 발간실적
여기서 창립후반기라 함은 경영사학회의 서울시대가 개막된 제3대 황명수 회장시
대부터 제4대 김광수 회장시대를 일컫는다. 즉, 그것은 1991년 3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경영사학회의 학술지 『경영사학』은 제6집
(1991)부터 제10집(1995. 6. 30.)까지 발간되었다. 이하 이를 간단히 부연한다.
『경영사학』제6집은 1991년 12월 30일에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1991년도의 학술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게재 신청됨에 따라 실렸고, 일반 회원이 투고한
논문들이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되었는데, 총 7편이다.
『경영사학』제7집은 1992년 12월 30일자로 발간되었다. 1992년도의 정기학술연
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실렸고, 일반회원의 투고한 논문도 게재되어 있다. 모
두 7편의 경영사에 관한 논문들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2편의 경영사학 서적에 대한 서평이 게재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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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학』제8집은 1993년 12월 30일에 출간되었다. 여기에 게재된 논문들은
모두가 일반 회원들이 투고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수정을 가하여 편집위원
회의 통과를 거친 12편의 경영사학에 관한 연구물이다. 이렇듯 게재논문의 수가 증
가한 것은 경영사에 대한 관심이 점증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경영사학』제9집은 1994년 12월 30일자로 출간되었다. 이 학술지는 상술한 바
와 같이 (주)유한양행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를 「특집: 유일
한 연구」라는 통일논제로 모두 9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유한양행의 창업업자인
유일한 탄생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연구결과이다. 이들 중 일부는 본
학회의 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경영사학』제10집은 1995년 6월 30일자로 출간되었다. 여기에는 정기학술대회
에서 발표된 논문 7편과 일반투고논문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경영사학회 창립중기에 발간된 『경영사학』의 제6집부터 제10집까
지의 발간실적을 <표Ⅰ-18>에 모아 정리한다.
<표Ⅰ-18> 경영사학회 창립후반기(1991〜1995. 6.)의 『경영사학』 발간실적
발행기관

경영사학회

학술지명

발행호수

발행년월일

『경영사학』

제6집

1991. 12. 30.

『경영사학』

제7집

1992. 12. 30.

『경영사학』

제8집

1993. 12. 30.

『경영사학』

제9집

1994. 12. 30.

『경영사학』

제10집

1995. 6. 30.

게 재 논 문 수
정기학술발표회의 논문 및
일반회원의 투고 논무, 모두7편
정기학술발표회의 발표논문5편,
일반경영사 2편, 서평 2편
일반경영사 논문 12편,
특집: 「유일한 연구」9편,
산업혁명사적지학술탐사 기행문 1편
밮표논문 7편;일반경영사논문 5편

<자료 : 경영사학회(1991~1995), 『경영사학』제6집〜제9집 참조>

3. 창업대상제도 시행과 해외학술탐사활동의 개시
1) 창업대상제도의 시행을 통한 산학협동체제의 구축
(1) 창업대상규정의 제정

1994년 신년사를 통하여 제4대 김광수(숭실대) 회장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사회적 봉사에 기여한 우수하고 모범적인 창업자정신을 지닌 기업가에게 학회의 이
름으로 창업대상을 수여함으로써,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그 뜻을 영원히 남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창업대상제도를 마련했다」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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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였다.25) 신선한 느낌을 주는 구상을 피력한 것이다.
경영사학회가 새로이 마련한 「창업대상규정」은 <표Ⅰ-19>와 같다.
<표Ⅰ-19> 경영사학회의 「창업대상규정」전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사
회적 봉사에 기여한 우수하고 모범적인 창업
자정신을 가진 자에게 창업대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훈의 원리) 본 창업대상은 우리나라 산
업발전에 공로가 큰 창업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크게 기여한 경영자에계 수여함을 원
칙으로 한다.
제3조(대상 수여의 전형기준) 창업대상의 전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정신과 이념
(1) 창업자정신, (2) 경영이념, (3) 경영사상,
(4) 경영자의 자질
2. 경영합리화의 업적
(1) 경영ㆍ기술의 혁신, (2) 기업의 성장도,
(3) 생산성 향상도, (4) 기업의 국제화
3. 사회적 책임의 기여도
(1) 경제발전의 기여도, (2) 후계자의 육성,
(3) 사회봉사 기여도, (4) 산업환경에의 공헌도

제4조(대상심사위원회) 1. 창업대상의 수여대상
자 선정을 위하여 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
2. 상기 제1항의 위원회 구성은 경영사학회장이
본 학회에서 학문과 인망이 두터운 위원을
위촉하되 9명 이하로 한다.
3. 대상 수여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창업대상심사위원회는 창업대상 후보자에 대
한 추천서와 후보자의 개요 및 기타 창고자
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다.
제5조(대상 및 부상) 창업대상자에게는 그의 공
적을 기재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경영
사학』학회지에 전재하여 영원히 그 기록을
남긴다.
제6조(대상 수여시기) 창업대상은 매년 정기총
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부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경영사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
라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자료 : 고승희(1996),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관견」(『경영사학』제13집, PP. 362〜363>

(2) 제1회 창업대상 수여

<표1-18>의 규정에 따라 경영사학회에서는 창업대상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창업대상 후보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동 심사위원회는 수차례의 회의를 열어 수
상후보에 오른 우수기업의 창업자들 중에서 수상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에 들
어갔다. 우선 본 학회에서 연구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압축하여 심사하였다. 결과적
으로는 심의과정에서 본 학회 최초의 기업가사연구가 수행되어, 『경영사학』창간호
에 특집으로 수록된 쌍용그룹의 김성곤 창업자에게 제1회 창업대상을 수여하기로 최
종 선정하였던 것이다.
1994년 5월 28일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석상에서 제1회 창업대상 시
상식을 거행하였다. 100여명의 본 학회 회원과 수상자 가족ㆍ친지 여러분과 쌍용그
룹 임직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창업대상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황명수(단국
대) 교수가 읽은 제1회 창업대상 수상자인 쌍용그룹 창업자 성곡 김성곤의 공적사항
25) 고승희, 전게논문, P.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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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에 간단히 간추려 적는다.

『경영사학회 제1회 창업대상 수상자인 성곡 김성곤(1913년 8월 13일생)
선생은, 첫째로 훌륭한 창업자정신과 경영이념으로 쌍용그룹을 창업하여 발
전시켰다. 그의 창업자정신과 경영이념은 성실ㆍ정직ㆍ창의ㆍ노력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오늘의 쌍용그룹으로 성장하는 경영좌표가 되었다. 이것
은 바로 공익과 국익사상으로 이어지는 그의 행동철학이었으며, 근대적 지
도자형 기업가로서 정도를 걷게 한 훌륭한 경영자적 자질이었다. 둘째로,
그는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쌍용
정유(주)의 전신인 「한ㆍ이 석유회사」를 창업함으로써, 경영의 국제화를
이루어 우리나라 조국근대화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셋째로 그는 국익
사상에 바탕을 두어 경제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의 경영사상은 인본주의육영이념에 귀착되는 동시에, 언론문화재
단과 학술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사회문화의 창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경영사학회의 창업대상심사위원회는 성곡 김성곤
선생을 제1회 창업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26)
(3) 제2회 창업대상 수여

경영사학회는 1995년도의 제2회 창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창업대상심사위원

회를 1995년 1월11일에 개최하였다. 동 심사위원회는 동년 4월 30일까지 5회에 걸
친 연속회의를 개최하고 수상후보에 오른 3명의 대기업의 창업자들 중에서 수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년도 제1회의 경우와 같이, 본 학회에서 연구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심사하였다. 그 결과, 본 학회의 연구프로젝트로 진행하여 『경
영사학』제4집(1989. 12.)에 게재된 <특집: 호암 이병철 연구>(6편)를 근거로 하여
삼성그룹의 이병철 창업자에게 제2회 창업대상을 수여하기로 선정하였다.
1995년 5월 20일(土) 신라 호텔(다이내스티룸)에서 개최된 본 학회의 정기총회 석
상에서 제2회 창업대상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2백여 명의 본 학회 회원과 수상자 가
족ㆍ친지 여러분과 삼성그룹 임직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창업대상 수여식은
엄숙히 진행되었다. 황명수(단국대 교수) 창업대상심사위원장이 읽은 제2회 창업대
상 수상자인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자의 공적사항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호암 이병철 선생은 훌륭한 창업정신과 경영이념을 가지고 삼
26) 고승희, 전게논문, PP. 377〜378의 내용을 간추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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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그룹을 창업하여 발전시켰다. 호암 선생의 창업정신과 경영이념은 (1)사
업보국, (2)인재제일, (3)합리추구의 기본바탕 위에 형성된 것이다. 삼성의
모든 경영활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사업보국주의이념이라면, 인재
제일주의와 합리추구주의는 그 이념을 실천하는 수단과 행위의 규범이다.
즉, 인재육성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국가에 기여하는
정신이다.
따라서 호암 선생의 경영사상은 탈빈곤론, 공업화론, 노사협조론, 기술과
인적 투자관 등으로 특정지어지며, 창업기업가로서의 정도경영을 실천한 이
시대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경영자이다. 뿐만 아니라, 덕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리더십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존공영의 경영철학은 오늘의 삼성그
룹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로, 호암 이병철 선생은 경영합리화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평가받
고 있다. 특히 경영과 기술의 혁신에 주력하였고, 남다른 용인술과 한번 채
용한 인재는 믿고 맡기며 큰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묘목을 심는 심정으로
인재제일주의정신을 활용하였다.
셋째로, 호암 이병철 선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였으며, 삼성의
사회공헌문화를 창조하였음은 물론, 미래지향적 통찰력으로 삼성그룹을 세
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켰으며, 한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근대적 창업자
형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다.』27)
이상과 같이 본 학회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땅에 기업을 일으키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놓았음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공헌문화를 창조한 창업자형 기업가에게
창업대상을 수여함으로써, 새로운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제1회
창업대상 수상자로 성곡 김성곤 쌍용그룹 창업자와 제2회 수장자로 호암 이병철 삼
성그룹 창업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본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사학의 핵심요소가 되는 기업가사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
다는 점은 본 학회의 특기할만한 활동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해외경영사적지 학술탐사활동 개시
1994년초에 발행된 뉴스레터에서 밝힌 제4대 김광수(숭실대)회장의 신년사 중에는
창업대상제도의 신설과 더불어 학회의 발전을 위한 해외학술탐사 및 해외학술심포지
엄을 개최함으로써, 경영사학을 연구하는 학회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27) 고승희, 전게논문, PP. 378〜379.(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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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부가 담겨있었다. 김광수 회장은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1994년도 학술연구행사의 하나로 산업혁명사적지 학술탐사를 7월 중에 실시하기로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취지는 이러했다. 1786년에 영국을 시발점으로 하여 일어난 유럽지역의 산업혁
명사적지를 탐사함으로써, 농본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기계화ㆍ
자동화의 저변환경을 탐색함과 동시에, 자본주의형성과 발달에 따른 경제ㆍ경영문제
에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유럽지역 선진자본주의생활상을 피부로 느껴보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져보자는데 있었다.
1994년 7월 24일부터 동년 8월 6일까지 14일간의 학술탐사 일정을 정하고 본 학
회의 김성수(경희대)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혁명사적지 학술탐사팀이 김병하
(고문)외 33명으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학술탐사 코스는 ①스위스(취리히)→②프랑스
(파리ㆍ깔레)→③영국(도바ㆍ런던ㆍ옥스포드ㆍ버밍엄ㆍ만체스터)→④네델란드(암스텔
담)→⑤독일(베르린)→⑥러시아(모스코바ㆍ쌍페텔르브르크) 등, 6개국의 산업혁명사
적지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7월 24일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3박 14일 동안의 학술
탐사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ㆍ귀국하였다.28)
<표Ⅰ-20> 산업혁명사적지 학술탐사 기념 국제학술발표회 내용
일시ㆍ장소
1994년
7월 29일
20:00〜22:00
영국 만체스터
Sachas Hotel
Ball Room

발표자
김병하
(본학회 고문)
김성수
(경희대)
안춘식
(한양대)
박광서
(순천향대)

발 표 논 제

토론자

사회자
김성수
「산업혁명 사적지 학술탐사의 의의」 (특별강연)
(경희대)
"Significance on the Economic History of the 이건희
이원우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이화여대) (숭실대)
“A Historical Study of Korean Management
이승욱
이성혜
Style.”
(단국대) (목원대)
"A Study on the Entrepreneur of Industrial
김신웅
박재록
Revolution Period in England."
(청주대) (원광대)

<자료: 고승희(1996),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관견」(『경영사학』제13집, PP. 399〜400.>

학술탐사여행 중 6일째인 7월 29일 오후에 영국 산업혁명의 발원지인 만체스터에
도착한 일행은 사채스(Sachas)호텔에 여장을 풀고 석식이 끝난 후, 동 호텔 국제회
의장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의
심포지엄은 김병하 고문의 「산업혁명사적지 탐사의 의의」에 대한 강연에 이어 학
술연구발표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표 내용은 <표Ⅰ-20>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28) 김상규(1994), 「한국경영사학회 산업혁명지 학술조사 기행문」(『경영사학』제9집)), PP. 353〜
390; 고승희(1996),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관견」(『경영사학』제13집, PP. 377〜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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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에필로그 : 경영사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본 연구 초두의 개제(開題)과정에서 경영사학회 전사(前史)시대에 접근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역사적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하기 시
작한 것은 개화기 이후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에 서양의 경영사학이 도입된 시기에 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렇지만,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땅에 경영학과가 설치된 이후부
터 경영사를 강의하는 대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경영사(史)에 대한 관심이 점증
되기 시작했고 경영사의 저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60년대의 후반기는 우
리나라 경영사학의 효시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경영사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
도 그 연륜이 다른 학문에 비해 짧은 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미
국에 있어서는 하바드대학 경영대학원장인 돈햄(W. B. Donham)에 이하여 1925년
에 경영사학회(經營史學會)가 발족되어 기업경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경영사학은 최초로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윽고 하바드 대학 경영대학
원에 경영사 강좌가 신설되고 그라스(N. S. B. Gras)가 주임교수로 취임하면서 그의
후계자들과 더불어 많은 경영사 연구의 업적을 쌓게 된다. 뿐만 아니라, 1948년에는
슘페터(J. A. Schumpeter)의 영향을 받아 하바드대학의 문리학부(文理學部) 대학원
에 기업가사연구소(企業家史硏究所)가 설립됨으로써, 세계 각국에 경영사학 연구에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는 1964년에 경영사학회
가 설립되어 미국의 경영사 이론연구의 방법론이 도입되어 일본의 실증적인 경제사
ㆍ상업사 연구의 전통에 합류함으로써, 일본 특유의 경영사학적 풍조가 조성되었다
고 한다.29)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경영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개별적인 경영사연구의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개별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연구
단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결국 상술한 바와 같이 대구경영사연구회를 거
쳐 경영사학회의 결성을 보게 되었다. 미국적인 경영사학이론이 도입되고 일본적인
경영사학의 실증성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영사학의 이정표가 새롭게 마련되어
29) 長谷川彰(1986),「日本経営史研究の現状と課題」(제5회 啓明大學校ㆍ桃山學院大學국제학술세
미나,『韓日企業經營의 諸問題』, PP. 180〜181; 金商奎(1990),「韓國經營史學의 硏究動向」
(經營史學會,『經營史學』제5집), PP. 131〜132; 金鏞淇(1986),「경영사연구방법론서설」(경
영사학회,『經營史學』창간호), P. 197〜200.

- 279 -

｢경영사학｣ 제32집 제2호(통권 82호)

2017. 6. 30, pp. 249~283

그 동안 산발적인 개별적 연구의 분위기를 벗어나, 경영사연구자들 간의 상호 유기
적인 학술정보의 교환과 더불어, 경제사ㆍ상업사ㆍ무역사 등, 인접사학과의 유대관
계를 가지면서 경영사학의 정착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경영사학회가 창립된 것은 우리나라 경영사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적 학문의 체계를 이론ㆍ정책ㆍ역사의 삼본위(三本位)로 구축되는 것이라
고 한다면, 경영학의 경우는 경영이론과 경영정책의 연구와 더불어, 기업경영의 역
사적인 연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기업경영의 역사적 접근은
기업이 설립되고 성장되어온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현재의 위치에서 비교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매래에 대한 풍향계(風向計)를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사학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경영정책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기반 위
에서 경영조직이나 경영관리상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영자의 능력을 고양(高揚)시
키는데 방점(傍點)이 주어져 있다. 그러한 경영사 연구의 기능을 현출(顯出)하기 위
해서는 논제의 선정과 연구방법의 결정 및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30) 그리고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인접과학인 경제사뿐만 아
니라, 사회사ㆍ문화사ㆍ정보기술사(史)ㆍ회계사(史) 등으로부터 협력을 받아야 하는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31)
이렇듯 경영사학의 세계적 조류에 편승하여 뜻을 같이하는 교수들이 작은 모임으
로 출범시킨 경영사학회가 한국경영사학회라는 명칭으로 탈바꿈하여 전국적인 학회
로서의 위상을 굳히면서 30년의 연륜을 쌓아 왔다. 그 중에서 창립기에 해당하는 초
기 9년 동안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마음가짐으로 경영사학회를 일궈낸 초대회장 김병
하(계명대)교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해 마지않는다. 뿐만 아니라, 제3대
회장 황명수(단국대)교수와 제4대회장 김광수(숭실대)교수의 노력에 대해서도 경의
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사학회의 초창기를 이끌어왔던 이 세분의 역대 학회장
들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땅에 경영사학의 씨앗을 심고 학회의 싹을 틔워 우리나
라 경영사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은 개척자들이었다.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일본경영사학회와의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경영사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일본경영사학회가 주관하는
경영사학 국제학술회의인 Fuji Conference에 참가하여 본 학회의 위상을 굳히는 기
30) 황명수(1978), 『경영사』(서울, 일신사), P. 18.
31) 김용기(1986), 「경영사연구방법론 서설」(경영사학회, 『經營史學』창간호),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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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가졌음은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학술연구발표회를 자주
개최하여 경영사는 물론, 기업가사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사학 연구자의 저변확대를 실현시킨 것도 초창기의 큰 업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을 창업하여 성장시키고 한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창업기업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현시켜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한 점은 본 학회 초창기의 특징이
라고 한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작은 규모의 학회로 출범한 경영사학회이긴 하지만, 본 학회의 회원들의 열
성적ㆍ헌신적ㆍ탐구적인 학회활동은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
이 경영사학에 뜻을 두고 헌신적으로 학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한, 본
학회가 높이 치켜든 학술연구의 횃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국 경영사학회
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전환점에서 지나온 궤적(軌跡)을 돌아보면서 밝은 미래를
가늠하는 청사진을 펼쳐야 할 것이다. 경영사학회 30년사의 집필은 그러한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총 4부분으로 나누어 릴레이 집필을 하게 된 30년사의 진행은 이제 제1
부의 창립기에 대한 집필에 이어 제2부 도약기의 집필이 이뤄질 것이다. (2016. 10.
31).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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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ces of Founding Period in the 30 Years'
History of Korean Academy of Business Historians

Seung-Hee Koh*

Abstract
This paper is approached to the track of founding period of Korea Business History
Society.. The Society was founded at December 9, 1986 in Taegu city. The organizing
leader of this association was ByungHa Kim, professor of Keimyung University. And
next leader as 3rd chairman was MyungSoo Hwang,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In this period, the 3rd leader as 4th chairman was KwangSoo Kim, professor of Soongsil
University. They had contributed their efforts to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ociety.
The Society has reached the 30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at this year. The
trace of its founding period was based on the term for 9 years from 1986 to 1994.
In this term, the results of academic research and activities of the Society is composed
of as follows:
1) The history of the preceding age of its establishment,
2) The quickening period for organization of the Society,
3) The foundation and academic researching activities,
4) The starting term of the Society as all national academic association ,
5) The publishment of academic magazines and research movements.
As results, the feature of its founding period from 1986 to 1994 is to be organized
environment of academic activities,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Society. So, we
believe that the Society has presented a milestones on the academic wayside of business
historians in our country after its foundation of 1986.
<Key Words> Founding period, Business historians. Organizing leaders, 3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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