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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1986~2016)
- 도약기(1995~1999)의 주요활동과 성과 -

김 성 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 가운데 도약기의 주요 연구 활동 과 그 성
과를 고찰하는 데 두었다.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 가운데 도약기는 1995년부터 1999년
까지 5년간의 기간이며 김성수 교수(경희대)와 고승희 교수(단국대)가 학회장으로 활동
하던 시기이다.
이 도약기에서 경영사학회의 중요활동과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도약기에 빛나는 경영사 학술연구 성과 둘째, 창업대상 수상자 결정, 셋째는
도약기 해외 학술탐사와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의 성과이다.
먼저, 도약기에 빛나는 경영사 학술연구의 성과와 창업대상 수상기업의 선정 등 2가
지는 경영사학회의 기본적 주요 연구 활동이다. 따라서 (1) 광복 50주년기념 해방둥이
기업연구(1995) (2) 교보생명 창업자 대산 신용호 연구(1996) (3) 창립 10주년 기념 특
집 학술논문집 발간(1996) (4)아남그룹 창업자 김향수 연구(1997.상) (5) 호암사상 재조
명 연구(1997.하) (6) 한국경영사학회 임원들의 추천 논문집 발간(1998), (7) 현대그룹
아산 정주영 연구(1999) 등은 경영사학회 도약기의 주요 연구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사학회의 도약기에 이룩한 또 하나의 큰 성과는 해외학술탐사와 국제심
포지엄으로서 (1) 중세 지중해연안 상업 및 무역도시의 학술탐사와 심포지엄(이태리 베
니스, 1995) (2) 고대 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탐사와 심포지엄(그리이스 아테네, 1996)
(3) 북구 바이킹 후예를 찾아서-북구 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탐사와 심포지엄(스웨덴 스
톡홀름, 1997) (4) 중국 학술탐사와 심포지엄( 장춘세무대학,1999)등이 돋보이고 있다.
이상 한국경영사학회 도약기는 21세기 New Millennium를 맞는 성장발전기의 중심의
시기가 되었다.
<주제어> 경영사학회 30년사, 한국경영사학회 도약기(1995-1999), 도약기 주요활동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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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경영사학회의 30년사를 4기로 규정하였다. 제1기, 창립기(1986~1994), 제2기,
도약기(1995~1999), 제3기, 성장발전기(2000~2011), 제4기, 성숙기(2012~2016년 현
재)등으로 하였다. 이곳에서는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 중 두 번째 도약기(跳躍期)의
주요활동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도약기는 김성수(경희대 교수)와 고승희(단
국대 교수)가 경영사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임원들과 회원 여러 교수님 등이 경영
사학 관련연구를 논문으로 활발히 발표한 시기이다. 이에 제2대 회장이신 황명수 교
수(단국대 전총장)께서는 그의 저서 “한국기업가사 연구”(단국대 출판부,2000)에서
경영사학회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경영사연구의 제2세대와 제3세대가 꾸준한 노력에
의해 도약기에 본격적으로 경영사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참
고로 이곳에서 그가 지적한 한국경영사학회의 세대구분을 살펴보면 경영사학 연구의
제1세대는 경영사학의 선구자로서 송기철(고려대 교수), 조기준(고려대 교수), 고승
제(서울대 교수 ), 윤병욱(고려대 교수), 윤근호(단국대 교수) 등이며, 그 외 김영호,
권병탁, 유원동, 최태호, 김옥근, 이호철 교수 등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경영사
연구의 제2세대는 김병화 교수(초대, 2대회장), 황명수 교수(3대회장), 김광수 교수(4
대회장) 등 한국 경영경제사, 기업가사, 경영사 등 창립기에 본격적으로 한국경영사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신 교수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약기
(1995~1999년)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경영사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경
영사학 연구의 제3세대 학자들은 김성수(경희대 교수), 고승희(단국대 교수), 이건희
(이화여대 교수 ), 이승욱 (단국대 교수), 김영래(충북대 교수), 이문선(한양대 교수),
이광주(단국대 교수), 김 신 (경희대 교수), 남명수(인하대 교수), 박열렬(연세대 교
수), 차동옥(성균관대 교수) 등이다. 이들 경영사학 연구의 제3세대 학자들은 지금까
지 한국경영사학회 역대회장을 역임한 경영사학 교수들로 학문적 깊이와 그 역동성
을 살펴볼 수 있는 한국경영사학회의 도약단계의 계기를 가져온 학자들이다. 따라서
도약기에는 제2세대와 제3세대의 경영사 연구자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오늘날 경
영사, 기업가사의 연구가 국제경영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일약 경영사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도약기에는 주요활동과 그 성과를 크게 3부문으로
나누어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도약기에 빛나는 경영사 학술연구는 (1) 광복 50주년기념 해방둥이 기업연
구(1995), (2) 교보생명 창업자 대산 신용호 연구(1996), (3) 창립 10주년 기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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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발간(1996), (4) 아남그룹 창업자 김향수 연구(1997.상), (5) 호암사상의 재
조명 연구(1997.하), (6) 한국경영사학회 회원들의 추천논문집 발간(1998), (7) 현대
그룹 아산 정주영 연구(1999) 등의 성과 이다.
둘째, 도약기의 창업대상 수상기업과 수상자들의 선정은 (1) 1995년도 광복 50주
년 기념 해방둥이 기업 전문경영자 수상기업들로서 한진그룹, 동아제약, 대웅제약,
중외제약 등이다. 그리고 (2) 1996년도 창업대상 수상자는 교보생명 창업자 대산 신
용호 회장 (3) 1997년도는 아남그룹 창업자 김향수 회장 (4) 1998년도는 중외제약
성천 이석기 회장 (5)1999년도는 현대그룹 아산 정주영 회장 등이다.
셋째, 도약기 해외 학술탐사와 국제심포지엄 성과는 (1) 1995년 7월 25일 중세 지
중해연안 상업주도지 학술탐사와 이태리 베니스 라마다 호텔에서의 심포지엄 (2)
1996년 7월 15일 고대 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탐사와 그리스 아테네 호텔에서 심포
지엄 (3) 1997년 7월 23일 북구 바이킹 후예를 찾아서 - 북구 상업 및 무역도시 학
술탐사와 스웨덴의 스톡홀름 호텔에서 심포지엄 (4) 1999년 7월 21일 중국의 장춘,
연길, 백두산, 북경, 대련 등 학술탐사와 장춘세무대학의 심포지엄 그리고 그해 금강
산 탐사 등의 성과가 높이 평가된다.
그럼 이하에서 한국경영사학회 도약기(1995-1999)에 빛나는 경영사 학술연구의 실
적과 도약기의 창업대상 수상기업과 수상자의 경영성과 그리고 도약기의 해와 학술
탐사와 국제심포지엄 등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도약기에 빛나는 경영사 학술연구

1. 1995년 : 광복 50주년 기념 해방둥이 기업연구
1995년도 한국경영사학회는 뜻 깊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도약기에 빛나는
경영사 학술연구를 시작하였다. 지난 50년 동안 빈손으로 창업하여 재벌 또는 거대
기업 집단으로 우뚝 성장하고 발전한 해방둥이 기업의 남다른 창업 50주년의 발자취
와 경영이념, 성장과 발전과정 등을 연구하여, 1995년 10월 28일 한국종합전시장
(KOEX)에서 한국경영사학회 회원과 관련 대상기업체 임직원 220여명이 모인 가운
데 학술발표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특히 광복 50주년 해방둥이 기업인, 한진그룹,
동아건설, 대웅제약, 중외제약 등의 창업자를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기업으
로 하였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창업자의 생애와 경영이념 그리고 성장과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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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중심으로 학술발표회를 열고, 그 발표논문을 다시 정리하여 한국경영사학회 학
술논문집 [경영사학(제11집),1995년.12월]으로 발간하였다.
“해방둥이 기업의 성장과 경영이념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여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치면서 자료수집에서부터 논문집필까지 담당하여 준 연구팀 교수들은 다음과 같
다.
(1) 한진그룹팀의 이한구(수원대 교수)와 김성수(경희대 교수), (2) 동아건설팀의
김광수(숭실대 교수)와 고승희(단국대 교수) (3) 대웅제약팀의 이건희(이화여대교수)
와 안춘식(한양대교수) 그리고 (4) 중외제약팀의 김신웅(청주대 교수)와 박광서(순천
향대 교수) 등은 직접연구를 하고, 학술발표회에 참여하여 그 연구 결과의 논문을
집필까지 하여주었다. 또한 해방둥이 기업연구 학술발표회 때 사회를 맡아주신 황명
수(단국대 총장서리), 김병하(초대 경영사학회 회장), 이원우(숭실대 경영대학원장),
축사를 해 준 최종태(서울대 교수) 등과 (주)대웅제약 이철배 명예회장, 동아건설
(주) 곽영철 부사장, 한진 허경헌 기획관리실장, (주)중외제약 갈창일 기획관리실장
등 여러 임원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귀중한 논문을 한데 묶
어 “경영사학 논문집”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 연구 논문의 결과가 “한국 최초로
해방둥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경영사의 기본이 되었다. 그리
고 이것은 한국경영사학회 도약기를 맞이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어, 한국경영사학
회에서는 “산학협동 표본사례연구”를 지속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표 1> 광복 50주년 기념 해방둥이 기업연구
연 구 제 목
연 구 자
자료 출처
정석 조중훈의 생애와 경영이념에 관한 연구
김성수(경희대) 경영사학 제11집
한진그룹 형성과정 연구
이한구(수원대)
1995년 12월
동아건설 창업자 최준문의 생애와 경영이념
고승희(단국대) 경영사학 제11집
동아건설의 성장과 발전
김광수(숭실대)
1995년 12월
중외제약의 성장과 이기석의 창업이념
박광서(순천향대) 경영사학 제11집
중외제약의 성장과 발전
김신웅(청주대)
1995년 12월
대웅제약 윤영환의 생애와 경영이념에 관한 연구 안춘식(한양대) 경영사학 제11집
대웅제약의 성장과 발전
이건희(이화여대)
1995년 12월
자료 : 한국경영사학회(1995), 특집: 광복50주년기념 해방둥이 기업연구, 경영사학, 제11집,
1995. 12.

2. 1996년 : 교보생명보험 창업자 대산 신용호 연구
한국경영사학회는 1996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도약기로 발전하는 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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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한국경영사학회는 지난 10년 동안 훌륭한 창업자와 경영자 그리고 상업사
및 기업사 연구를 본격화하여 경영경제학계에 기여해 온 평가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성곡 김성곤 연구, 호암 이병철 연구, 유일한 연구, 한국시장
상업사 연구, 해방둥이 기업사 연구 등은 한국경영사학회가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해온 연구사업으로 이미 논문집이 발간되어 해외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가 및
경영자의 사례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1996년도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의
엔칭연구소, 미시간대학의 한국기업관계연구소, 조지워싱톤 대학의 한국관계연구소,
하와이대학의 한국관계연구소 등에서 한국기업가사 연구와 기업성장 및 발전사 등의
연구자료 요청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경영사학의 연구에 대한 관심과 중요
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996년에는 또다시 새로운 기업가연구 논문집을 발간하
게 되었다. 바로 [경영사학 제12집 특집]으로 발간되는 <대산 신용호 연구>로서 우
리나라 생명보험업계의 한 획을 그었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창립자, 신용호
회장의 창업이념과 기업가정신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대산 신용호 회장은 1917년생으로 1958년(41세)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이
라는 창업이념 아래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세계 최초의 체계적 교육보험
인 진학보험, 아동보험, 육영보험 등을 개발하여 오늘날까지 그 판매를 통한 끊임없
는 국민교육진흥에 실천하고 있는 훌륭한 경영자이다.
대산 신용호 창업자가 경영이념으로 제정한 국민교육진흥은 부존자원이 절대적으
로 빈약한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첩경으로서, 풍부한 인력을
자원화 하여 이를 보험이란 경제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민족자본형성은 50년대 피폐한 국가경제 상황에서 국내산업자본의 축적과
축적된 자본을 적절하게 국민경제와 산업현장에 동원하는 시대적 소명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창업이념 아래 대산 신용호 회장의 경영철학은
개척자적 선각성과 불굴의 실천력으로 투명한 기업경영을 목표로 오늘의 교보생명보
험주식회사를 성장시킨 보험외길의 역사를 가진 기업가로 평가하였다.
1996년 한국경영사학회에서는 [대산 신용호 연구팀]을 6명으로 구성하여 6개월간
의 연구기간을 통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하였다. 특히 “대산 신용호 연구팀의 각
자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황명수 교수가,“대산 신용호의 생애와 경영이념”을 김성수 교수가, “교보생명보험
의 성장과 발전”을, 이건희 교수가, “교보생명의 창립초기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을,
김광수 교수가, “대산 신용호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재단 설립운영”을, 박광서 교수
가, “교보생명보험과 한국보험사업”을, 그리고 고승희 교수가,“교보생명보험의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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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등을 전담하여 연구하였다. <표 2> 참조.
<표 2> 교보생명보험의 창업자 대산 신용호 연구
연 구 제 목

연 구 자

자료 출처
경영사학 제12집
대산 신용호의 생애와 경영이념
황명수(단국대)
1996년, 3월.
=
교보생명보험의 성장과 발전
김성수(경희대)
=
=
교보생명의 창립초기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 이건희(이화여대)
=
=
대산 신용호의 사회적책임과 공익재단 설립운영 김광수(숭실대)
=
=
교보생명보험과 한국보험사업
박광서(순천향대)
=
=
교보생명보험의 경영진들
고승희(단국대)
=
자료 : 한국경영사학회(1996), 특집 : 대산 신용호 연구, 경영사학, 제12집, 1996년. 3월.

3. 1996년 : 창립10주년 기념특집 학술논문집 발간
한국경영사학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도약기를 맞이하면서 1996년 11월 현재 회
원수 500여명, 전국 100여개 대학과 학술연구기관의 교수, 전문연구원이 참여하는
자랑스러운 대형 학회로 발전하였다. 특히 창립이후 학술연구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학회논문집인 “경영사학”이 제13집까지 발간되어, 국내외 발표논문도 130여 편에 이
르고 있었다. 그 가운데 국내외 학계에서 평가하는 좋은 학술연구도 있었다. 학회
창립이후 한국 최초로 호암 이병철 연구, 성곡 김성곤 연구, 유한양행의 유일한 연
구, 대산 신용호 연구, 한국시장 5천사 연구, 광복 50주년기념 해방둥이 기업의 연구
등과 창업자의 경영이념과 경영사상등 이러한 모든 연구는 국내학계 뿐만 아니라 해
외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업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1996년도에는“창립10주년 기념특집 경영사학”학술논문을 발간하였다. 창립
10주년 기념특집 경영사학 학술논문은 (1) 학술발표논문 9편 (2) 일반연구논문 3편
(3) 기타 논문 3편 등 모두 15편으로 구성,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표3>, <표4>, <표5>와 같다.

- 290 -

김성수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1986〜2016) – 도약기(1995~1999)의 주요활동과 성과 -

<표 3> 창립 10주년 기념특집 "학술발표논문"
연 구 제 목

연 구 자

자료 출처

희랍의 도시국가

김광수(숭실대)

경영사학 제13집
1996년 12월.

산업표준화의 역사적 고찰

김상규(가천대)

=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축적과 자본유형에
관한 연구

김성기(충북대)

=

고대 무역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 신(경희대)

=

이건희(이화여대)

=

바빌로니아시대의 상업과 상인

이광주(단국대)

=

노사정보공유와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유병주(충남대)

=

품질관리의 역사적 고찰

한한수(경희대)

=

Sung-Soo Kim
(kyung Hee Univ)

=

고대 회계발전사 연구

An Entrepreneur Sprit in Yong-Ho Shin of
Top Management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자료 : 한국경영사학회(1996), 특집 : 창립 10주년 기념특집, 경영사학 제13집, 1996년 12월.

<표 4> 창립 10주년 기념특집 “ 일반연구논문”
연 구 제 목

연 구 자

자료 출처
경영사학 제13집
업적평가를 위한 목표관리의 효율적 활용방안 김인호(가천대)
1996년 12월.
동양척식회사의 토지 수탈경영
강태경(계명대)
=
일본적 노사관계의 특질과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 이원우(숭실대)
=
자료 : 한국경영사학회(1996), 특집 : 창립 10주년 기념특집, 경영사학 제13집. 1996년 12월.

<표 5> 창립 10주년 기념특집 “학술조사 - 기타”
학술 조사 제목

조사연구자

자료 출처
경영사학 제13집
중세 지중해 연안 상업주도지 학술조사
박광서(순천향대)
1996년 12월.
고대 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조사
최영순(이화여대)
=
기타 : 한국경영사학회의 10년사 관견
고승희(단국대)
=
자료 : 한국경영사학회(1996), 특집 : 창립 10주년 기념특집, 경영사학 제13집. 1996년 12월.

4. 1997년 상반기 : 아남그룹 창업자 김향수 연구
1997년 상반기에 한국경영사학회 창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집념과 인내의 반도
체 인생]을 걸어온 아남그룹 창업자 “우곡 김향수 명예회장”의 생애와 경영이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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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략, 사회적 책임, 아남그룹과 전자산업 등을 연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첨단산업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화려한 반도체산업을 꽃피운 우곡 김향수 아남그
룹 명예회장은 지성일관의 신의로 우리나라를 세계 3대 반도체국가 되는 계기를 마
련한 집념과 인내의 창조적, 혁신적 능력을 가진 자수성가형의 대표적 기업가이다.
그는 “인간존중과 신의”의 경영이념을 실제로 기업경영을 통해 몸소 실천한 기업
인이기 때문에 정도경영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정경유착 없는 투명한 기업인으로 이
시대의 모범적 표본이 되었기에 창업기업가 연구에 선정하였다.
많은 재벌들이 경제성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투기를 재산증식으로 하였으나, 그는
이를 불식하였으며 특히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회사를 좀먹는 비생
산적 불로소득의 소행이라고 믿는 반면, 타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자기가 가능
성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신념을 터득한 근검절약의 정신을 가진 창업자 이였기
때문에 더욱 연구의 가치를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연다]는
지성일관의 길로 집념의 반도체 일생을 전개한 아남그룹의 창업자 우곡의 생애와 경
영이념, 경영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그의 연구는 생애와 기업가활동, 창조적 및 혁신적 능력, 그리고 행태적 문제까지
도 포함하여 기업경영에 실천하였던 경영이념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경
영이념 연구는 경영철학과 사상, 그리고 경영정책과 전략 등의 관계를 가지면서 연
구되었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 경영이념은 기업가정신과 신조 또는 경영철학과 경영
사상 등과 회사의 창업정신, 사시, 사훈, 사헌 등을 총괄하는 기업가의 기본적 경영
철학이나 행동강령까지 포괄적으로 정립하여 경영이념을 도출하였다.
해방이후 한국의 반도체산업계에서 아남그룹 창업자 우곡 김향수 회장이 차지하
는 비중은 독보적이었다. 1912년 전남 강진의 시골에서 가난한 선비집안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일제치하를 거쳐 8.15해방, 4.19학생혁명, 5.16사태, 10.26사태, 5.6공
화국을 거치면서 파란만장의 시대를 산 거인의 경영이념과 기업가정신 등을 연구하
게 된 동기도 한국기업가사 연구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여섯 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로는 우곡 김향수의 경영이
념의 연구(김성수 교수), 둘째로는 아남그룹의 성장과 발전(황명수 교수), 셋째로는
우곡 김향수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고승희 교수), 넷째로는 아남그룹의 사회적 책
임과 공익사업(김광수 교수), 다섯째로는 아남그룹 경영진의 기여도 분석(이건희 교
수), 여섯째로는 아남그룹과 한국의 전자산업 등이다 <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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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남그룹 창업자 김향수 연구
연 구 제 목

연 구 자

자료 출처
경영사학 제14집
우곡의 생애와 경영이념의 연구
김성수(경희대)
1997년. 6월
아남그룹의 성장과 발전
황명수(단국대)
=
우곡 김향수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
고승희(단국대)
=
아남그룹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사업
김광수(숭실대)
=
아남그룹 경영진의 기여도 분석
이건희(이화여대)
=
아남그룹과 한국의 전자산업
박광서(순천향대)
=
자료: 한국경영사학회(1997), 특집 : 아남그룹 창업자 김향수 연구, 경영사학, 제14집.
1997년 6월.

5. 1997년 하반기 : 호암사상의 재조명 연구
1997년 하반기에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의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호암사상의 재조
명 연구”를 하게 되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호암 이병철 선생이 타계한지 10년이
지난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호암재단은 그의 객관적이고 “경영사학적인 재조명”연
구를 요청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창립 초기에도 호암선생의 기업활동과 경영전략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호암선생에게 “제2회의 창업대상”을 수
여하였다. 그런데 이번의 특집연구는 호암사상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그가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밝히고 한국의 근대경영사에 있어서 호암의 위상을
재정립함은 물론 그가 지녔던 문화적 소양과 문화정신을 조명함과 동시에 문화창달
의 행적을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1938년 일제치하의 암울한 시기에 사업을 일으킨 호암 이병철선생은 당대에 우리
나라 최대의 기업인 삼성그룹으로 성장시킴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개척자형 기업가
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불모지에 가까웠던 한국경제가 오늘의 선진대열에 도약하기
까지 선견지명을 갖고 앞서 가는 기업가로서 국가경제를 선도해 온 한국기업계의 선
구자였다. 더욱이 호암은 깊은 철학을 가진 경영자였으며 문화적 소양을 갖춘 기업
가였다.
그는 기업가로서의 뚜렷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사업보국. 인재제일. 합리
추구]라는 창업이념과 경륜을 가진 기업가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 창업과 기업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영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괄되게 실천하는 기업가정신을 후세의 기
업경영자들에게 보여주었다.
호암의 경영이념과 기업가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한국형 실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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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학의 표본”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호암의 한 평생에 걸친 기업활동을 통하여 하나
하나 쌓아올린 금자탑과 같은 경험의 결정체이다. 그래서 그것은 호암의 창업과 성
공이라는 결과로 승화되어 나타난 실증의 산 경영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호암의 경영사상은 기업가적인 하나의 이상을 한국경제라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실천에 옮겨 간 경영사상이요 생활철학이었다는 의미이었다. 이러한 면
에서 호암의 경영사상과 기업가정신에 관하여 경영사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경영사학회가 [호암사상의 재조명 연구]를 시도하게 된 것
이다.
이 주제로 이루어진 호암 10주기 추도기념 특집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으로는 [호암
의 삶의 철학과 기업의 여정]의 주제로 한국학술원 회원 조기준 박사께서 [호암의 경
영이념 재조명]을 단국대학교 황명수 전총장, [한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호암의 산업
적 기여에 관한 고찰]을 경희대학교 김성수 교수, [호암의 경영관을 통해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숭실대학교 김광수 교수, [호암의 한국경영사학회에서의 위치] 이화여
자대학교 이건희 교수, [호암의 문화정신]을 단국대학교 고승희 교수 등 이었다.<표
7>참조.
<표 7> 호암사상의 재조명 연구
연 구 제 목

연 구 자

호암의 삶의 철학과 기업의 여정

조기준(학술원)

자료 출처
경영사학 제15집
1997년 12월
=

호암의 경영이념 재조명
황명수(단국대)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 호암의 산업적 기여에
김성수(경희대)
=
관한 고찰
호암의 경영관을 통해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김광수(숭실대)
=
호암의 한국경영사학에서의 위치
이건희(이화여대)
=
호암의 문화정신
고승희(단국대)
=
자료 : 한국경영사학회(1997), 특집 : 호암사상의 재조명 연구, 경영사학, 제15집. 1997년 11월.

6. 1998년 한국경영사학회 임원들의 추천 논문집 발간
한국경영사학회가 도약기의 절정을 이루었던 1998년 상반기에 본 학회의 임원들
로 하여금 경영사학에 관한 논문을 추천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무려 12편의 경영
사 학에 관련되는 논문이 들어왔다.<표 8> 참조.
12편의 대표적인 논문은 숭실대학교 신장철 교수의 [일본의 순수지주회사 부활],
단국대학교 고승희 교수의 [복식부기와 자본주의 발달에 관한 문헌사적 연구],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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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김 신 교수의 [지리상 발견이 유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이
한구 교수의 [일제하 토착면공업자본의 성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서문석 교수
의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김성수 교수의 [일제하 민족
계 기업집단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이재규 교수의 [지식 사회적 관
점에서 재조명한 프레더릭 테일러의 생애와 사상], 우석대학교 송재훈 교수의 [중국
국유기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조규진 교수의 [러-중 기업개혁제도
의 경영사적 의미 분석], 단국대학교 김유상-황남일 교수의 [한국금융시장의 국제화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이홍무 교수의 [일본의 보험
사업에 대한 규제의 역사적 고찰], 가천대학교 김인호 교수의 [성공적인 연봉제 도입
과 운영방안]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경영사에 관한 연구논문들은
“1998년 6월 발간된 경영사학 제17집”논문집으로 발간되었다.<표 8> 참조.
이와 같이 본 학회 임원들의 경영사학 관련 논문들은 본 학회 도약기에 실린 대표
적 논문으로 평가 받고 있다.
<표 8> 1998년 도약기에 발간된 “경영사학”추천 논문
연 구 제 목

연 구 자

일본의 순수 지주회사 부활

신장철(숭실대)

복식부기와 자본주의 발달에 관한 문헌사적 연구
지리상 발견이 유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일제하 토착면공업자본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
일제하 민족계 기업집단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지식 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프레더릭 테일
러의 생애와 사상
러-중 기업개혁제도의 경영사적 의미 분석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화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국 국유기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일본의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의 역사적 고찰
성공적인 연봉제 도입과 운영방안
자료 : 한국경영사학회(1998), 경영사학, 제17집

고승희(단국대)
김 신(경희대)
이한구(수원대)
서문석(단국대)
김성수(경희대)

자료 출처
경영사학 제17집
1998년 6월
=
=
=
=
=

이재규(대구대)

=

조규진(광운대)
=
황남일-김유상
=
(단국대)
송재훈(우석대)
=
이홍무(단국대)
=
김인호(가천대)
=
(ISSN 1226-0215), 1998년 6월.

7. 1999년 현대그룹 아산 정주영 연구
한국경영사학회는 도약기인 1999년, 한국형 기업가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현대그
룹의 창업자 아산 정주영 회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아산 정주영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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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상과 기업가정신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그가 현대그룹을 일으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밝힘으로써, 경영사학적으로 아산의 기업가적 위상을 정
리함은 물론 그가 지닌 경영이념과 경영 전략적 사고 및 사회적 책임과 그 실천을
통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산정신(Asanism)의 진면목을 밝힘과 동시에 현대그
룹의 기업문화적 행태를 정리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본 학회는 창립기를 거쳐 도약기까지 한국의 훌륭한 창업기업가를 발굴하여 그들
의 창업정신과 경영사상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상업사와 경영사, 기업가사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경영학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 동안의 연구행적을 보면, 앞에서도
기술하였지만 호암 이병철 연구, 성곡 김성곤 연구, 유일한 연구, 대산 신용호 연구,
우곡 김향수 연구, 그리고 해방둥이 기업가 연구 및 한국시장상업사 연구 등이 대표
적이다.
이것은 본 학회가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연구결과로서 학술지인 [경영사학]을 통
하여 발표되었고 국내외 경영학계뿐만 아니라, 해외의 학계에서도 한국기업가사의
실천사례로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1998년 7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현대그룹 아산 정주영의 기업가사 연구결과를 한국 최초로 이 도약기에 연구
발표하게 되었다.
아산 정주영 회장은 1947년 현대그룹의 초석을 놓아 기업을 일으키고 반세기동안
한국 최대의 기업집단으로 성장시켜놓은 개척자적인 자수성가형 기업가이다. 그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경제가 오늘의 선진대열로 도약하기까지 미래를 지향하는 통
찰력과 불굴의 투지력으로 한국경제를 선도해온 우리나라 기업가의 선구자이다. 특
히 아산은 제도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했으나, 평생을 공부하고 노력하는 마음으
로 지적 열망 속에 살았으며 기업가적 소양을 갖춘 인격의 소유자이다.
아산 정주영은 앞서가는 기업가로서의 뚜렷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근면,
검소, 친애”의 사훈아래 “창조적 예지, 적극적 의지, 강인한 추진력, 근검의 기풍”이
라는 아산정신의 경륜을 가진 경영자로서 높이 평가하며, 여러 분야에 걸쳐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영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후세의
창업기업가나 전문경영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기업가적 교훈을 남기고
있다. 아산의 경영이념과 기업가정신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경영사학적 논점은
그의 행적을 통하여 한국형 실천경영학의 표본으로 제시하더라도 손색이 없다는 것
이다.
그것은 아산의 한평생에 걸친 창업과 기업가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경륜의
결정체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아산의 창업과 기업변신, 그리고 기업가로서
성공은 한국적 현실상황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경영학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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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언하면 아산정신(Asanism)은 그가 지닌 기업가적인 하나의 이상을 한국경제라
는 현실에 접목시켜 적응하면서 개척자적인 비전과 불굴의 의지로 실천에 옮겨간 경
영철학이며, 이른바 “鄭周永學”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산의 경
영사상과 기업가정신에 관하여 경영사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도약기에 접어든 한국경영사학회가 [아산 정주영 연구]라는 특집계획을 수
립하고 학술적 조명을 시도하게 된 배경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아산 정주영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으로서는 [아산 정주영의 생애와 경영이념]
의 논제를 연구한 경희대학교 김성수 교수를 비롯하여, [현대그룹의 발전과 경영전
략]을 논제로 연구한 이화여자대학교 이건희 교수, [아산정신과 현대그룹의 기업문화]
을 연구한 단국대학교 고승희 교수, [아산 정주영의 사회적 책임정신과 사회복지사
업]의 연구를 해준 경희대학교 김 신 교수, [현대그룹 금융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연
구하신 단국대학교 이홍무 교수, [현대그룹이 한국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을 논제로
연구한 신흥대학의 이광종 교수 등 여섯 분이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아산 정주
영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경영사학] 제19집, 특집으로 발간되었다.< 표 9 > 참조.
<표 9> 아산 정주영 연구
연 구 제 목

연 구 자

자료 출처
경영사학 제19집
아산 정주영의 생애와 경영이념
김성수( 경희대)
1999년 5월
현대그룹의 발전과 경영전략
이건희(이화여대)
=
아산정신과 현대그룹의 기업문화
고승희(단국대)
=
아산 정주영의 사회적 책임정신과 사회복지사업 김 신(경희대)
=
현대그룹 금융기업의 성장과 발전
이홍무(단국대)
=
현대그룹이 한국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이광종(신흥대)
=
자료 : 한국경영사학회(1999), 특집 : 아산 정주영 연구, 경영사학, 제19집, 1999년 5월.

III. 도약기의 창업대상 수상기업과 수상자
1. 1995년도 전문경영자 대상 수상자
1) 대상기업 : 광복50주년 기념 해방둥이 기업 수상자
(1) 한진그룹 조중훈
(2) 동아건설 최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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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외제약 이기석
(4) 대웅제약 윤영환
1995년도 도약기를 맞은 한국경영사학회에서는 광복 50주년을 지내면서 빈손으로
창업하여 재벌 또는 거대기업으로 우뚝 성장하고 발전한 해방둥이 기업의 남다른 창
업 50주년의 발자취와 경영이념을 연구하여 1995년 10월 28일 한국종합전시장
(KOEX)에서 한국경영사학회 회원과 관련기업체 임직원 22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학
술발표회를 성대히 열었다. 이 자리에서 1995년도 전문경영자대상 수상식을 가졌다.
수상자의 수상공적은 다음과 같다.

2) 수상공적
(1) 한진그룹 창업자 정석 조중훈
-땅의 길, 하늘의 길, 바다의 길 개척한 수송경영의 기업가한진그룹의 창업자 정석 조중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신념과 신용을 제일주의로
한 기업가이다. 온 나라가 해방의 감격에 들떠있던 1945년 25세의 청년 조중훈은
[땅위의 길]을 누비는 한진상사를 설립하였으며, 1967년 대진해운에서 1977년 한진해
운으로 [바다의 길]을 닦았다. 또한 1961년 한국항공에 이어 1969년에는 국영이던
대한항공을 민영화하여 [하늘에도 길]을 냈다. 그는 창립 50년간 육, 해, 공을 개척한
종합물류사업의 기업가로서 [수송외길]에 종사하면서 새 길을 닦고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창업자 전문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2) 동아건설 창업자 공산 최준문
-건설업을 통한 고용증대효과와 외화획득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창업자 최준문이 빈손으로 동아건설을 일으켜 건설입국의 의지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동아건설은 1950년대의 대천 간척공사, 1960년대의 동진강 간척공사, 그리고
그룹기업으로 성장하면서 1970년대에는 중동건설의 신화를 창조하였고, 1980년대 이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리비아] 대수로(GMR)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기
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동아건설은 국내
에서의 기업 활동으로 축적된 건설기술로서 해외진출을 가능케 하였고, 건설수출을
통한 고용증대효과와 외화획득으로 인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가져오는 등, 한국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문경영자 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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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외제약 실질적 창업자 성천 이기석
- 생명존중, 개척자 정신, 제약구세 등 3대 경영이념 실현중외제약 이기석의 창업정신은 “행복한 삶은 건강한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건강
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인간 모두의 공통된 영원한 소망인 것이다.”라는 이념하에서
[생명존중], [개척자 정신], [제약구세]의 3대 경영이념을 실현하였다.
[생명존중]이란 국민건강과 인류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진정한 제약기업임을 표방하
고, [개척자 정신]은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체자란 뜻이며, [제약구세]란
약을 통하여 인간세상을 구제하겠다는 거룩하고도 숭고한 정신의 실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중외제약의 창업정신을 생애의 업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공
로가 인정되어 전문경영자 대상을 수상하였다.
(4) 대웅제약의 윤영환
- “대웅비전 2000”을 통하여 일류화, 세계화, 다각화라는 3대 경영방침 실현대웅제약의 성공전략과 기업성장은 경영이념, 사시, 사훈, 대웅가족 훈을 실현하면
서 경영전략과 OPS(One Point System)제도를 활용하여 전사적 경영효율을 향상시키
는 데 있었다. 경영이념은 기업가정신을 실현시켰으며, 의약보국, 순리추구, 자아실
현 등 3대 경영이념과 제약업을 통하여 자신을 키우고, 회사와 더불어 발전하면서
사회에 봉사한다는 사시와 성실, 자조, 창의 등 사훈을 중심으로 기업전략을 실현시
켰다.
그리고 대웅기족 훈을 통하여 정직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창의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사람, 시간
과 건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등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킨다는 공적이 인정되
어 창업자 전문경영자 대상을 수상하였다.

2. 1996년도 창업대상 수상자
1) 대상기업 : 교보생명 대산 신용호
2) 수상공적 :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의 형성이라는 창업이념 아래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보험 창설
대산 신용호 교보생명의 창립자는 1958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의 형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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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념 아래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보험인
진학보험, 아동보험, 육영보험 등을 개발하여 오늘날까지 그 판매를 통한 끊임없는
국민교육진흥에 실천하고 있는 훌륭한 경영자이다.
대산 신용호 창업자가 경영이념으로 제정한 국민교육진흥은 부존자원이 절대적으
로 빈약한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첩경으로서, 보험이란 경제제
도로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특히 [경영이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창업대상 수상자로서 높이 평가 되었다.
첫째, 대산 신용호 회장의 교육보험 개척과 경영이념의 실천은 세계 보험학계에서
도 인정을 받았다. 대산은 미국의 알라바마대학교에서 “최고명예교수”로 추대되었으
며, 보험의 노벨상인 세계보험협회의 “세계보험대상” 수상, 세계총장회의로부터 “왕
관상”수상 등 대산은 세계의 보험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증거이다.
둘째, 대산은 민족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도 공헌한 바가 크다. 그는 보험을 통해
대중자본의 동원을 적극 추진한 공로가 인정되어 “저축의 날”등에 있어서 국가로부
터 각종 상을 수상하였다. 즉, 제1회 저축의 날(1969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민훈장(1969년) 등 각종 훈장을
받았다.
셋째, 대산은 탁월한 경영능력의 소유자이며 공사의 구별이 명확하고 국익우선을
이념으로 하는 애국적 기업가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어떠한 어려운 여건에도 좌절하
지 않고 성실경영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온 자수성가형의 기업가이며, 또한 교육보험
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기업을 성장시킨 창조적 개척자적 기업가로서 인정
받고 있다.

3. 1997년도 창업대상 수상자
1) 대상기업 : 아남그룹 우곡 김향수
2) 수상공적 : 집념과 인내의 반도체 인생, 지성일관의 신의로 우리나라를 세계3
대 반도체 국가가 되는 계기 마련
아남그룹 창업자 우곡 김향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선각자이며, 집념과 인
내, 신의로서 기업을 성장시켜온 자수성가형의 기업가이다. 그리고 세계 3대 반도체
국가가 되는 계기를 마련한 창조적, 개척자적 기업가이다.
그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신념으로 당시 반도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1968년 환갑을 목전에 둔 나이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전자공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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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창업하여 성장시켰다.
그는 처음부터 재력, 학력, 체력 면에서 어느 것 하나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오는 동안에 한시라도 오만하거나 나태한 마음으
로 살아 본적이 없는 이 시대 “빚과 소금”과 같은 기업가라고 평가하고 자 한다.
오직 (1) 근검과 절제 (2) 집념과 인내 (3) 신의와 지성으로 아남그룹을 성장시
킨 창업자로서 바로 이와 같은 기업가정신을 한평생 덕목으로 삼고 살아온 [한국 최
초의 반도체 기업가]로서 평가하였다. 특히 우곡 김향수는 경영활동을 통한 실천적,
사회적 기여는 창업이념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첫째, 정경유착의 배제 둘째, 부동산
투기의 근절 셋째, 투명경영과 노사화합 넷째, 환경보전경영 등으로 이 시대 기업윤
리 및 기업경영의 투명한 도덕성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우곡 김향수는 그의 성실한 생애와 기업 활동 그리고 그 배경인 훌륭한 창업정신
과 경영이념으로 1973년도 수출의 날에 반도체산업 개척 및 수출기여 공로를 인정
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이래, 1974년 11월 30일 수출특별유공자 대통령기 수
상, 1990년 10억불 탑 수상, 1993년 10월 11일 인촌상 수상(산업기술부문) 등, 특히
1982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성공적 임무완수와 관련하여 락웰
(Rockwell)사로부터의 표창을 받은 이래 매년 10여건씩 해외 주요 거래처로부터 상
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수상실적들은 우곡 김향수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인정하는
훌륭한 공적들이다.

4. 1998년도 창업대상 수상자
1) 대상기업 : 중외제약 성천 이기석
2) 수상공적 : 해방되던 해의 어려운 시기에 중외제약을 창업하여,
(1) 생명존중 (2) 개척자 정신 (3) 제약구세 등 경영이념을 실현 시
킨 창업자
광복 50주년 해방둥이 기업으로서 중외제약의 실질적 창업자 성천 이기석 회장은
1995년도 전문경영자 대상을 받은 바 있다. 그 때의 수상공적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기석 회장의 창업정신은 “행복한 삶은 건강한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인간 모두의 공통된 영원한 소망인 것이다”라는 정신아래 (1) 생
명존중, (2) 개척자 정신, (3) 제약구세 등의 삼대 경영이념을 실현시켰다.
첫째, 생명존중이란 국민건강과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진정한 제약기업임을
표방하였으며 둘째, 개척자정신은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체자란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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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셋째, 제약구세란 약을 통하여 인간세상을 구제하겠다는 거룩하고도 숭고
한 정신인 것이다.
중외제약은 법인설립 후 전쟁복구 등 실로 어려운 시대적 상황 중에서도 특히 국
민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시설과 약품 등을 생산 공급했다. 인간존중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통한 건강한 국가 건설을 위해
‘정확’, ‘신용’, ‘전통’을 기업의 기본사상으로 하는 인간존중의 기업으로 발전되어 왔
다. 중외제약의 성천 이기석 회장은 모든 경영활동의 최종 결과가 날로 새로워져 가
고 있는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의
기본인 [창의]와 [정확] 그리고 [신용] 등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경영방침을
실천하며, 이 바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는 경영정책 방향을 실현시
켰다.

5. 1999년도 창업대상 수상자
1) 대상기업 : 현대그룹 아산 정주영
2) 수상공적 :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수성가형 기업가, 사업보국주의 사상과 민간
주도형 경제론, 신념주의 경영이념으로 경영활동을 해온 리더십이
뛰어난 기업가
도전과 개척, 그리고 창조의 반세기를 걸어 온 현대그룹의 창업자 아산 정주영 회
장의 생애를 통해 현대를 재벌로서 그룹으로 성장시켜온 아산 정주영 회장의 경영이
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산 정주영의 창업정신은 오늘의 현대정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첫째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서 새롭고 신선함을 추구하는 창조적 예지, 둘
째는 투철한 주인의식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의지, 셋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온 힘을 기울이는 자세와 강인한 추진력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창업정신의 바탕 위에 아산 정주영의 경영이념이 생성되었으며, 경영이념
의 실현은 아산의 기업가정신으로 창조되었으며, 이 경영이념은 아산을 평가하는 수
상공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전과 개척주의 (2) 근검절약주의 (3) 인간존중주의 (4) 신용제일주의 (5) 고
객만족주의 (6) 창의와 기술 우선주의 (7) 신념주의 (8) 산업평화주의-노사화합주의
(9) 사업보국주의 등으로 9개의 경영이념으로 정립할 수 있었다.
아산은 일제치하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 쌀가게 취직, 전차 삯 5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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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느라 구두에 징을 박아신고, 자동차수리업, 토목건설업 등을 거치는 동안, 오늘
의 세계적 대기업의 현대를 성장시켰으며, 재직 시에 그룹의 총수로서 공학, 경제학,
문학 등 10여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등 파란만장한 반세기를 지내온 20세기의
거인이다.
1947년 5월에 현대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여, 1950년대는 6.25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전후 복구공사를 하면서 국토재건의 선봉에 섰으며, 1960년대는 현대를 우리
나라에서 제일가는 건설업체가 되게 하였고 국내 최초로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수출기업가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는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분야에 진출하여 경
공업 위주였던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중공업 위주로 전환시키는 한편, 중동진출을 통
하여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전자, 석
유화학, 항공 산업분야까지 진출하여 사업구조를 고도화시켰고, 1990년대에는 각 사
업 분야마다 신기술개발과 제품의 고부가가치에 힘쓰고, 글로벌 경영을 강화하여 기
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를 만들어 세계 초일류기업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북방
경제협력과 1998년 말부터 1999년에 이르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은 남북경제협
력은 물론 냉전의 얼음이 쌓인 북한을 녹일 수 있을 것인가 등 세계의 주목을 받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아산의 1999년도 창업대상 수상은 [아산 정주영 연구]의
결과로서 [경영사학, 제19집, 1999년 5월] 특집으로 출간되었다.

IV. 도약기 해외 학술탐사와 국제심포지엄
1. 1995년 중세 지중해연안 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탐사
1) 학술탐사의 목적
한국경영사학회는 1995년도 학술행사의 하나로 “중세 지중해연안 상업 및 무역도
시 학술탐사”를 실시하였다. 이 학술탐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로마이후 중세 상업의 부활을 주도한 중세 지중해연안 상업주도지를
실제적으로 현지 탐사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상업적 그리고 환경적 족
적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두었다.
둘째, 십자군 운동과 함께 발달하기 시작한 이태리의 제노아, 베니스, 피렌체, 피
사의 상업발전과 그로 인한 중세 유럽의 상업발달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함과 아울러
그들의 세계경제사 및 경영사학에 미친 영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두었다.
셋째,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대륙 발견과 함께 지리상의 발견으로 인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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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 및 시장의 확대로 세계경제발전과 생산활동 및 상업발전의 실상을 규명하고
자 하는 데 두었다.
넷째,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의 교역증대 양상과 교역상품의 내용 및 교역제도의
발전과정, 교역경로 등을 연구하고 동서 문물의 교역에 따른 상인들의 상업활동 양
태 등을 조사한다.
다섯째, 상업활동을 통한 경제발전에 있어 상인정신이 이끌어 낸 혁신적 사상과
개척자 정신 및 이윤추구 동기 등 그들의 활약을 통한 상업사의 내면을 심층 연구하
는 데 목적이 있다.

2) 학술탐사 대상지역
이태리(제노아, 피렌체, 베니스, 로마,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 스위스(추리히)
->스페인(토레도, 마드리드) -> 프랑스(니스, 칸느) -> 모나코(모나코 왕국).

3) 학술탐사 기간
1995년 7월 25일 ~ 1995년 8월 4일 (11일간)

4) 학술탐사 조사단 구성
단 장
김광수 (숭실대)
학술담당
고승희 (단국대)
사진담당
민찬식 (경원대)
* 학술조사단 교수 32명

부단장
기록담당
진행담당

김성수(경희대)
박광서(순천향대)
김태명(세명대)

5) 학술심포지엄 행사 내용
(1) 일 시 : 1995년 7월 30일 15:30
(2) 주 제 : The Symposium on the History of Medieval Commerce and
Trade City in the Mediterranean Sea.
(3) 기조연설 : 김병하(초대회장, 고문)
(4) 학술심포지엄 순서
사회자
1부:김병하
(학회,고문)
2부:김도경
(동덕여대)
3부:김광수
(숭실대)

발표자
김 신 (경희대)
박광서(순천향대)
고승희 (단국대)
이건희(이화여대)
안춘식 (한양대)
김성수 (경희대)

발표주제
지중해 무역사에 관한 연구
지중해연안 무역 및 상업경로
이탈리아 복식부기의 회계사
중세 유럽지역의 회계발전사
이탈리아 노사관계의 사적전개
지중해 중세 상업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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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김태명 (세명대)
최단옥 (인천대)
이승욱 (단국대)
서인덕 (영남대)
이원우 (숭실대)
이훈섭 (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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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6년 고대 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탐사
1) 학술탐사의 목적
한국경영사학회는 1996년도 학술탐사를 “고대 상업 및 무역도시의 역사적 과정”를
탐색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고대 상업지역의 학술답사와 고대 문명지역의 상업, 교역의 특이성을 찾아 그 당
시의 상업정신을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 투영하여 현대의 다각적 교역의 증진을
위한 경제사적, 경영사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첫째, 최초 문명의 경제적 기반인 나일문명권의 이집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의
비옥한 충적토에 연유한 생산적인 농업과 페르시아만, 인도양과 홍해항로를 통한 메
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교역 등 이들 지역의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을 역사적 과정에
서 관찰 확인해 보았다. 둘째, 제국의 흥망성쇄 속에서 경제, 문화를 꽃피운 터어키
의 이스탄불에서 고대의 소아시아교역이 갖는 상업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이슬람권
의 앞선 상업문명이 유럽에 전래되어 온 사실 등 고대 세계경제의 새로운 역사적 접
근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2) 학술탐사 대상지역
이집트( 카이로, 룩소르) -> 터어키(이스탄불) -> 그리이스(아테나)

3) 학술탐사 기간
1996년 7월 15일 ~ 1996년 7월 25일(11일간)

4) 학술탐사 조사단 구성
단 장
김성수 (경희대)
대표위원
고승희 (단국대)
사무국장
이광종 (신한대)
기록담당
최영순 (이화여대)
* 학술조사 교수 31명

5) 학술심포지엄 행사 내용
(1) 일 시 : 1996년 7월 22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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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단 장
대표위원
총
무
사진담당

이건희 (이화여대)
박광서 (순천향대)
김상규 (가천대)
김태명 (세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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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제 : The History of Economic Trade and Accounting
Development of Ancient
(3) 학술심포지엄 순서
사회자

1부:조수종
(충북대)

2부:이원우
(숭실대)

특별보고

발표자
발표주제
토론자
김광수(숭실대) Greek Polis
박광서 (순천향대)
The Characteristics of Ancient
김 신(경희대)
이승욱 (단국대)
Trade Construction
The Commerce and Merchants of
이광주(단국대)
황명수 (단국대)
Babylonia
A Study on the Accounting
이건희(이화여대)
Development of Ancient Countries
A Study on the History of Quality
한한수(경희대)
서인덕 (영남대)
Control
The Historical Study of Industrial
김상규(가천대)
김신웅 (청주대)
Standardization System
Information Sharing and Business
유병주(충남대)
안종태 (강원대)
Performance
보고자
An Entrepreneurship on the Yong-Ho Shin
김성수(경희대) of Top Management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3. 1997년 북구 상업 및 무역도시 학술탐사
- 북구 바이킹 후예를 찾아서1) 학술탐사의 목적
한국경영사학회는 1997년도 학술행사로 “북구 상업 및 무역도시의 학술탐사”를 다
음과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진취적인 해양인으로 상업 활동을 해온 바이킹의 후예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둘러봄으로 그린란드 및 중국, 북아메리카까지의 진출과 이들의 활동 지역이던 유럽
과 러시아로의 통상로 개척을 통해 북해상권 및 세계경제사에 미친 영향, 사회복지
제도와 바이킹의 역사적 긴밀성을 규명해 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둘째, 서기 800년~1066년경의 바이킹시대에 북구 바이킹들은 유대, 아랍상인들과
의 교류를 통해 비잔틴문화와 그리스정교를 러시아와 북부지역에 소개하였으며, 동
방문물을 유럽에 전파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였음을 규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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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901년부터 물리, 화학, 의학, 문학, 평화 부문(1969년에 경제부문 추가)에
등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의 고장 스톡홀름에서 노벨의 업적을
기리고, 21세기에 노벨상에 도전하는 학문적 비전을 제시해 보았다.
넷째, 1989년 동구권의 붕괴이후 성공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실현해 가고
있는 체코의 프라하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자유혼을 감지해 보았다.

2) 학술탐사 대상지역
덴마크(코펜하겐) -> 노르웨이(베르겐, 오슬로) -> 스웨덴(스톡홀름) -> 핀란드(헬
싱키) -> 체코(프라하)

3) 학술탐사 기간 : 1997년 7월 18일 ~ 1997년 7월 30일(13일간)
4) 학술탐사 조사단 구성
단
장
총
무
기록담당
* 학술 조사단 교수 34명

김성수 (경희대)
김상규 (가천대)
김 신 (경희대)

고승희 (단국대)
이광종 (신한대)
최영순 (이화여대)

5) 학술심포지엄 행사 내용
(1) 일 시 : 1997년 7월 23~24일
(2) 장 소 : 스웨덴 스톡홀름
(3) 학술심포지엄 순서
사회자

발표자

발표주제

토론자

Anderson Karlsson
알프렛 노벨과 노벨상
박재용(경희대)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Bussen W.T
1부:김병화 (독일, 구스타브 하이네만재 교육투자와 경제학
최영순(이화여대)
(학회고문) 단 교육연구원장)
김광수 (숭실대)
바이킹과 북유럽 상업권
박광서(순천향대)
막스웨바 기업윤리와 한국 기업인의 경
황명수 (단국대 )
김영래 (충북대)
영이념
이건희 (이화여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재무이론 연구 이정도 (경북대)
스웨덴의 노사관계 연구
서인덕 (영남대)
2부:이원우 안종태 (강원대)
(숭실대) 고승희 (단국대)
유럽연합의 회계표준화 정책
이길영 (숭실대)
유병주 (충남대)
중국 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연구
김 신 (경희대)
보고자
내
용
특별보고
김성수 (경희대)
한국 반도체산업의 선구자 우곡 김향수의 기업가정신 참가
자 전원
3부
자유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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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9년 중국 학술탐사 및 국제학술 심포지엄
1) 학술탐사 겸 국제학술 심포지엄
한국경영사학회의 1999년도 해외학술탐사 및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중국 장춘세무
대학에서 실시하였다. 학술탐사기간은 1999년 7월 21일~7월 27일에까지 7일간으로,
학술탐사지역은 중국의 장춘, 연길, 백두산, 북경, 대련 등으로 하였으며, 심포지엄의
장소는 중국 장춘세무대학에서 실시하였다. 중국 장춘세무대학에서 제6회 해외학술
대회를 [한국과 중국 경영사학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2) 학술탐사 대상지역
중국 ( 장춘 -> 연길 -> 백두산 -> 북경 -> 대련)

3) 학술탐사기간
1999년 7월 21일 ~1999년 7월 27일(7일간)

4) 국제학술 심포지엄 내용
일 시
주 제

1999년 7월 21일 ~ 7월 27일
(7일간)
한국과 중국 경영사학의 과거와
현재

장 소
주제발표자

중국 장춘 세무대학
이한구 (수원대)

5) 국제학술심포지엄 순서
사회자
1부:황명수
(단국대)

2부:이원우
(숭실대)
3부:최단옥
(인천대)

발표자
김영래 (충북대)
허귀여
(중국장춘세무대학)
손여휘
(중국장춘세무대학)
손우휘
(중국장춘세무대학)
유병주 (충남대)
김성수 (경희대)
김 신 (경희대)
이건희 (이화여대)
송재훈 (우석대)

발표주제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30년과 대중국투자 10년
한국 해외투자를 통해 본 해외경영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고찰 동서양 각국 시장
경제 모델
동서양 각국 시장경제의 모델
중국 노동자의 가치관 비교연구
분단국가의 경제력 전개과정과 경제통합 방안
중국 무역사
중국 회계제도 발전사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사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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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도약기의 결론은 첫째, 도약기에 빛나는 경영사 학술연구, 둘째, 도약기의 창업대
상수상기업연구와 수상자 선정, 셋째, 도약기 해외 학술탐사와 국제심포지엄의 성공
적 개최 등 한국경영사학회 30년사 중 매우 큰 성과를 이룩한 시기이었다. 특히
도약기 마지막 해의 주요활동은 1999년 7월 21~27일에 중국 장춘세무대학에서 제6
회 국제학술대회를 [한국과 중국 경영사학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성대히 개최하
였다. 그리고 1999년 8월 13일~16일에는 금강산을 답사하고, “창업자 아산 정주영
연구”에 관한 선상세미나를 금강호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1999년 11월 20일에는 [21
세기 경영사학의 발전방향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일본의 柳町 功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중국의 劉健民( 중국 북경대학 교수), 독일의 Bernhard Seliger(Kier Univ. 교
수) 등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한국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성대히 개최하였다.
특히 1999년도에는 경영사학 학술상제도를 제정하여 제1회 수상자로 경영사학에 대
한 연구와 한국경영사학 발전에 기여하신 초대회장 김병하(한동대 교수)를 선정하였
다. 그리고 영문저널 [The Journal of Business History] (Vol.1.: ISSN 1229-4810)를
2000년 10월 30일에 창간하게 된 것을 결정하고, 학회지 [경영사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각국의 경영사학회와의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경영사학회에서는 도약기 마지막 해에 김성수(경희대 교수)전회장과 고
승희(단국대 교수)전회장은 경영사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21세기를 맞는
New Millennium시대 전개에 경영사학의 학술연구발전과 창업경영대상 연구를 진
척시키는 기반을 만들고, 전문경영자대상과 경영사학 학술상제도를 지속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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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ke-off stage in the 30 years of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History(KABH, 1995~1999)
- Important activities and performances during the
take-off stage -

Sung-Soo Kim*

Abstract
The take-off stage of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Historians 30 years is "5
years-period from 1995 to 1999". The stage can divided into three key activities and
performance
First of all, distinguished academic research achievements on Korean business history
during the stage. Secondly, selection of award winner for remarkable leading companies
and those founders as entrepreneurs during the same period. Lastly, accomplishments
of academic expedition abroad a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history of business
and economics in the globalization.
In fact, academic research attainments and selection of award winners whom had
great achievements in the business field as entrepreneurs were essential activities of the
KABH during the stage; 1) The Studies on the Enterprises Founded at Independent
year(1945) of Korea (1995)., (2) The Studies on the Yong-Ho Shin, Founder of Kyobo
Life Insurance Co., Ltd (1996)., (3) The Studies on Hyang-Soo Kim, Founder of Anam
Group(1997. A)., (4) The Review of Management thought of Hoam Bung-Chul Lee,
Founder of Samsung Group (1997, B)., (5) A Studies to be sent to the editors,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Historians (1998)., (6) The Studies on the Ju-Yung Chung,
Founder of Hyundai Group (1999).
In addition, the KABH achieved a great work in the stage that is accomplishments
of academic expedition abroad a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history of business
and economics; (1) The Symposium on the History of Mediaeval Commerce and Trade
City in the Mediterranean Sea (Venice Italy, 1995) and A Travel Report for Scientific
of Medieval Commercial Town in Mediterranean Area (1995)., (2) A Travel Report for
Scientific Research of Ancient Commercial and Trade Town : Overseas Research

* Kyunghee Univ. sskim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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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ternational Symposium (Athens Greece, 1996)., (3) Northern Exposer
: Descendents and China (Changchun, China, 1999).of Viking : Overseas
Research a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of Business and Economics in
Globalization (Stockholm, Sweden, 1997)., (4) Overseas Academic Research
a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Business and Economic History of Korea
Above the take-off stage became a pivotal moment of the growth phase faced the
21st New Millennium at the time.
<Key Words> The 30 years of KABH. Take-off Stage of KABH.
Performance of Take-off Stage. 1995-1999 of KA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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