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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랜 역사를 갖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도가 있었고, 경제활동 참가자들도 다양
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시대에 맞는 경제, 상업 정책 그리고 농업, 공업 등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유지, 발전 시켜왔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과
상업활동이 발전되어 왔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각기 지역을 기반으로 상업활동이 발전
해 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지역기반의 상업활동은 더 발전되었고 조선의 중, 후기에 이르
러 지역상인들은 독자적인 조직과 체계를 유지하며 발전했다. 대표적인 지역상인으로 북쪽의
개성상인, 의주상인 중부의 경강상인과 남쪽에 병영상인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북쪽의 개
성상인과 남쪽의 병영상인 두 상인 집단의 활동과 경영특성과 경영사상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를 진행하였다. 개성상인의 활동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개성상인의 경영원리(사상)으로 근검
절약주의, 인화 단결 협동심, 도전과 신념, 한 우물파기/창의 개척정신, 신용 성실, 사회봉사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병영상인들의 상업활동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병영상인의 경
영원리를 요약하면 도전정신, 통찰력, 신뢰경영, 효율과 근검 절약, 사회공헌 등을 핵심 경영
원리(사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경영원리들을 정리하여 현대 경영환경과 핵심 이
슈들과의 관계에서 적용가능성과 한계 및 관련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적 경영
의 전통과 이론들이 새롭게 조망되고 모색되기를 바란다. 다만 본 연구가 문헌적 조사, 분석에
머물고, 두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 한계가 있고, 더 구체적인 실증 자료와 폭넓은 사료들
에 기초하지 못한 점은 추후 연구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주제어> 전통상인, 개성상인, 병영상인, 경영특성, 경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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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여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과 상업활동이 유지,
발전되어 왔다. 고대국가인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각기 지역과 해당 지역의 지방
토호 세력 등의 영향으로 상업활동이 발전해 왔다.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 상인
으로는 삼국사기에 연타발(延陀渤)의 이름만 보일 뿐 그의 내력은 기록이 없으나, 환
단고기(桓檀古記)에 의하면 대상인이며 대부호였다. 그는 졸본(卒本)사람으로 주몽을
도와 나라의 기틀을 일으키고 도읍을 세우는 데 공이 많았다.1)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 많은 상인들에 의해 상업이 발달해 왔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지역기
반의 상업활동은 점차 발전했다. 조선의 중, 후기에 이르러 지역상인들은 독자적인 조
직과 전략을 통해 세력을 유지, 확장해 갔다.
대표적인 조선 시대 상인들로 한양을 중심으로 한 경강상인(京江商人)과 개성(開城)
중심의 송상(松商), 의주(義州)중심의 만상(灣商)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외에도 부
산 지역의 동래(東萊)상인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강진 병영(兵營)의 병영상인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들 지역기반의 상인들은 기존의 시전(市廛) 중심의 상업활동
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다양한 지역 상인들과의 상호 경쟁을 통해 상업활동
을 유지, 발전시켜왔다. 기존의 시전 중심의 상업체계에서는 경쟁이 차단된 관주도의
성향이 큰 상업체계였다면 지역 기반의 상인들은 독자적인 다양한 전략과 조직을 통
해 영향력을 넓혀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혼돈을 겪은 조선의 중, 후기 사회에는 농촌사회에 분화되
어 많은 농촌의 인력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왔다.2) 이런 사회적 변화는 조선 초기부터
유지되어 오던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던 시전중심의 경제, 상업체계가 단계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점차 민간기반의 사상(私商)의 활동이 확대되게 되었다. 17세기와 18
세기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시전 중심의 상업체제에 변화가 커졌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주요 지역 상인들의 활동을 개관하고 특히 개성상인과 상
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지방 상인인 강진 병영상인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성상인과 병영상인의 상업활동의 특성과 역사적 의의를 분석하고 오늘의 경영환경
과 여건에서 갖는 전략적, 정책적 의미에 대해 기존의 자료와 연구 등을 기초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이들 지역상인의 후예들이 지금도 우리의 경영현장에 의미 큰 영향력
을 갖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특히 한국적 상황에 맞는 경영이
론과 경영사상의 정립에 의미를 갖을 것으로 사료된다.
1) 공창석, 2007, 연타발에서 개성상인으로 한국상인, 박영사, 22-25.
2) 노혜경·노태협, 2012, 조선후기 개성상인의 경쟁과 상생, 경영사학, 제27집 제2호,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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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지역 상인들의 개요
조선시대에는 유명한 상인집단들이 활동하여왔다. 서울인 한양을 중심으로 한 경
강(京江, 京商, 서울상인), 개성중심의 송상(松商), 의주중심의 상인인 만상(灣商) 그리
고 평양상인, 동래상인 그리고 지방거점의 강진 병영(康津 兵營)상인 들이 각자의 배
경과 특색을 갖고 활발히 상업에 종사하였다. 이들 상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서 조사와 연구가 있으나 여기서는 이들 주요 상인들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하
고자 한다.

1. 개성상인(開城商人, 송상(松商))
개성상인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으로 송악(개성의 옛지
명)근처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활약하던 배경으로 성장하게 되었
다.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상인으로 개성상인을 들 수 있으며, 개성상인은 송악(松
岳)산을 둔 송악이란 이름에서 연유한 송상(松商)으로도 불리워졌다. 개성상인은 비교
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개항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데는 홍삼무역
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도 크고 중요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한 기민한 대응능력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상인은 시전인(市廛人)과 사상(私商)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전인은 국내 상거
래와 송나라 등 외국과의 교역도 진행하였다. 이들은 정부에 일정한 부담을 지는 대
신에 금난전권(禁難廛權)과 같은 특권을 부여 받았다. 반면에 사상들은 조선 후기 상
업의 요충지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조직으로 송방(松房)이란 지점을 통해 전국의 상품
을 거래할 수 있었다.
1894년 1월 중부지방 商況을 보고한 일본인 시찰자는 개성·개성상인에 대해 “외국
무역 개시 이래 인천 시장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외국 제품을 바로 인천에서 구입하여
각 지방에 공급하고 그리고 각 지방에서 매집한 곡물 기타를 인천으로 운송함을 중요
한 상업으로 하였다. 때문에 이곳 상업의 번성은 極에 달하였다3)”고 기록하였다.
특히 개성상인은 당시에는 독자적인 회계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사개치부법(四介治簿法)이란 독자적인 회계 및 부기 처리 방번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개성상인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 사개치부법은 복식부기와 유사한
것으로 서양복식부기의 원조인 이탈리아 상인의 것보다 거슬러 올라간다.4)
3) 日本 外務省, 朝鮮 中部地方 商況視察, 1894, 115-116.
4) 수학자 김용운 선생의 수필 개성상인의 사개치부법 이란 글에 나온 것으로 성냥개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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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상인은 개항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토착자본으로 성장하였으며, 송방(松房)이
란 전국에 산재한 조직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국의 상업망을 연결하고 각 지역에
상업기구를 설치, 운영하였다. 송방은 조선이 정책적으로 상업을 억압하는 정책을 유
지해와 어쩔 수 없는 상인들의 자생적인 조직이었다.

2. 의주상인(義州商人, 만상(灣商))
의주상인은 조선의 서북부의 의주(義州)를 중심으로 한 상인조직을 말한다. 조선 후
기에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으로 많은 교류가 가능했던 의주에서 중국과 무역 활동을
하던 상인의 조직을 일컬으며, 주로 만상(灣商)이라 하며, 유만(柳灣) 또는 만고(灣賈)
라고도 불렸다.
의주는 국경 도시로서 조선시대 사신들의 여행경로이며 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교류
되었다. 의주는 정치·외교상은 물론 양국 간의 무역 중심지로서도 중시되었던 곳이다.
조선 후기 상업계의 발달과 금속 화폐의 전국적 유통으로 17세기부터 국내는 물론 국
제 교역이 활발하였다. 대외 무역의 경우은 주로 청(淸)국과의 무역이 주류를 이루었
으며, 부연사행(敷衍使行)에 따라 진행되었다. 부연사행이란 조명(朝明) 또는 조청(朝
淸) 양국간의 외교행위를 맞고 있는 사신(使臣)의 행차인 사행(使行)의 왕래에 부수하
여 양국의 상인인 연고(燕賈：북경상인)와 만상(灣商)이 중계무역 등의 형태로 띠고 조
선과 명, 청간의 무역이 유지, 발달하였다.
조선 후기 정조(正祖) 말년에는 사행정사(使行正市)가 의주 부윤(府尹)과 상의해서 연행
상금절목(燕行商禁節目)을 합의·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만상의 무역을 감독케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 무역권을 만포(灣包)라고도 하였다. 이는 정부가 의주 상인을 통해 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작용한 것이었다.
만상은 대청 무역에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던 개성상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를 통해 대일본 무역의 일선상인인 동래상
인과도 연결되어 개성상인과 국제 중계무역을 가능케 하였다.

3. 경강(京江)상인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의 양란(兩亂) 이후 전국 각지에 사상(私商)
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사상의 등장과 활동으로 전국의 상거래는 활발히 전개되었
계산 하는 방식이며 사개는 동양적 음양사상에 연유한다, 참 따뜻한 사람, 원재훈, 2008, 생각
의 나무, 2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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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들의 거래 무대와 지역에 따라 명칭을 각각 달리하였다. 한양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경강상인(京江商人) 또는 강상(江商)이 활동하였다. 경상은 조선시대 한양
(漢陽, 서울)에 기반을 둔 상인으로 한강(漢江)이라는 유통, 물류망을 끼고 경기·충청
일대까지 활동의 범위로 삼고 활약하였다.
경강상인의 근거지인 5강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업도시적 모습을 갖
추며 발전해가던 용산, 마포, 서강, 양화진, 한강진 등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한강변
에는 노량진, 동작진, 서빙고, 두모포, 뚝섬, 송파진, 삼전도 등지의 포구도 자리를 잡
으며 유통기지로서 주목되어 가고 있었다.
원래 나룻배 주인으로서 출발하여 주막을 경영하면서 출발한 경강상인은 점차 장사
의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상업 활동을 넓혀나갔다. 한강 등의 나루터 주변에는 뱃사
공과 떼꾼들, 장사꾼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었고 이들을 상대하는 술청거리가 형성
되고 있었다. 각지의 물산이 집결되면서 한강의 나루터는 많은 사람과 물자가 집결되
었다. 나루터에 나룻배 주인은 그 물화(物貨)를 처분함에서 거간의 역할을 하기도 하
고, 물화의 일부를 구입하여 이익을 붙여 다시 처분하는 등 소상인(小商人)으로 활약하
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점차 부자가 된 선인(船人)들 중에는 여러 척의 다양한 선박을
소유하게 되어 그 상업 활동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게 된 경우도 나타났다.
18세기 후반, 지금까지 유통업을 주도하던 봉건적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이른바 도
고상업(都賈商業)인 매점(買占)상업이 대두하게 된다. 경강상인들도 자신들의 근거지가
전국의 물화가 집결되는 곳임을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물화들을 손쉽고 재
빠르게 매점하는 한편,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이 운송되는 도성 가까
이까지 상권을 확장시켜 갔다. 그리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사상도고(私商都賈)로 성장
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4. 병영(兵營)상인
개성상인, 경강상인, 의주상인 등 지역 기반의 상인들이 많은 관심과 연구대상으로
논의된 것에 비해 여기 논의하고자 하는 강진(康津) 병영상인(兵營商人)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역기반상인이라 할 수 있다. 병영상인의 역사는 오히려 통일신라시대까
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완도군은 1896년(고종 33년)에 신설되었으며 그 이전까지
는 강진현에 속했다.5)
강진 병영의 역사적 활동을 살펴 보면, 완도의 청해진(淸海鎭)을 중심으로 해상무역
을 주도해온 장보고(張保皐)는 남방항로를 개척하여 신라, 당, 일본간의 무역과 민간
5) 전라병영사 연구, 강진군, 조선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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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등을 담당하며 중개무역을 넓혀나갔다. 당시의 다른 국제항로는 중국의 동남지
역과 동남아시아, 인도, 페르시아를 연결하는 남양항로였으며 8세기에 광주(廣州)에서
페르시아만까지의 국제항로가 개설되었다(무하마드 깐수, 1992).
강진 병영의 상업의 연원은 전술한 큰 흐름에 영향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강진현 일대의 상업활동은 조선 태종 17년(1417년) 전라병영(全羅兵營)이 강진에 설
치되면서 활발해졌다. 광산현(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던 전라병영성이 강진현으로 옮
겨가 새로 축성되면서 수천명의 징발자들이 병영에 몰렸고, 군수용품과 생필품의 수
요가 폭증하게 되고 자연스레 병영 사람들은 물자를 조달하는 상인이 됐다. 전라병영
의 설치로 형성된 병영상인들의 활동은 점차 조직화되고 활발해져 조선 초기에서 일
제 강점기를 지나 1970년대 후반의 도시로의 이농까지의 거의 600여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주름 잡았다(주희춘 외, 2010).
강진병영 상인들의 활동은 마천목(馬天牧) 장군이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부임하
고 병영성(兵營城)6)을 축성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병영상인의 출현은 병마절
도사의 부임 및 병영성의 출현과 이에 따른 대량 인구의 유입, 각종 생필품과 군수용
품 수요의 폭증과 이에 따른 수급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고 점차 영역을 넓혀 전
국으로 확장되었다.
강진병영 일대는 고려청자(高麗靑瓷)의 생산지로서 중국과 일본 등의 무역 요충으로
발전을 지속하게 되었다. 강진 병영은 병마절도사 영지의 설립으로 발전했으며 절도
사영이 1895년 폐영(閉營)후에도 타 도시로 이동하지 않은 상인들에 의해 세력을 유
지하고 있었다. 잔류세력들은 전에 배운 상술을 토대로 상업에 뛰어들어 적은 자본으
로 시작했으나 점차 자본을 축적하여 부보상의 형태로 5일장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지
게 되었다. 당시 지방의 발달하지 못한 유통망과 시장을 파고들어 점차 상권을 확장
하게 되어 북쪽은 속초에서 인천, 서울, 군산 등지까지, 남으로는 목포, 부산, 광주 등
지까지 진출하였다. 물론 인근지역의 고흥, 벌교,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등에
도 진출하여 그 곳의 상권을 장악하였다(주희춘 외, 전게서, 69-70). 지금도 전라도에
선 “북에는 개성 상인, 남에는 병영 상인”이라는 말이 구전으로 전해온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전남지역 5일장에선 “병영 상인이 없으면 장이 서지 않는다”라고들 했다
고 한다. 병영 상인은 개성 상인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상인이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연구와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태다.
6) 병영성(兵營城)은 조선 태종시대 건축되어 전라도 지역 53주 6진을 관할하는 병마절도사의 주둔
지이며 제주도를 동시에 관할하였다. 소속된 병사는 1만 122명이고 이중 군관, 병사, 장인 등
515명이 병영에 들어와 교대 근무하여 전라도 53주 6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해마다 비변사를 비롯해 중앙의 5개 관서에 부세를 납부하고 자체경비는 주로 미곡, 포목, 현물
등을 거두어 들였다(전라병영사 연구(1999), 강진군,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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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의 전통 상인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다. 주로 삼국시대, 고려, 조
선 및 근대와 일제 강점기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는 주로 역사적 관점에
서 제도와 활동상을 당 시대의 여건 등에 맞추어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래에 와
서 이런 전통 상인들의 상업과 경영전략 및 경영철학 등에 대한 경영 및 경영사학적
관점의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전통상인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며 여러 관점에
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주요 전통상인들의 생성과 활동에 대한 주요 연구들을 요약
하고자 한다.

1. 경강상인의 연구：박평식(朴平植) 연구
박평식은 조선 전기 상업에 대해 고찰한 연구서(조선 전기상업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9)를 통해 15~16세기 상업을 조선의 상업인식과 정책 그리고 국내 상업의 전개
발달상과 그 변동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조선전기의 都城商業과 漢江(서울
학연구 23, 서울시립대부설 서울학연구소, 2004)에서 한강이 조선조 갖는 무역과 국
내 상업 및 물류에서의 위상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조선 전기 교환경제와 상인 연구
(지식산업사, 2009)를 통해 조선 전반기 세종조와 성종조의 상업정책과 경제와 상인
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경상(京商)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경
상의 유형과 구성원의 신분과 국내외 교역 및 활동에 대해 연구하였다(박평식, 2006,
115-168).
박평식은 조선초기 정부의 상업정책과 시전 중심의 도성 상업편 방침의 근간이 되
었던 경중의 시전과 부상대고(富商大賈)층은 그 주요 구성원이 대부분 개성상인출신
이었다. 조선 전기 도성과 전국 상업을 주도하던 경상(京商)의 상인군에는 다양한 신
분의 세력들이 참여하여 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다. 유교의 가치체계하에서 사농공
상의 사민관이 관철되고 있어 공상업에 대한 사회분위기는 낮게 평가하였으나 양반
사대부나 양인 천인 등 어느 신분층에서도 상업종사는 가능하였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었다(박평식, 2006, p.122).
조선 전기 경상(京商)이 조선 최대의 상인집단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활동
기반이던 도성의 상업도시적 성격에 기인한다. 당시 한양은 정치, 행정, 군사의 중심
지로서 인구가 집중에 있는 소비도시이자 집권국가의 수도로 전국 각지의 산물이 조
세와 상품의 형태로 집산하는 상업도시이기도 하였다.7)
조선 전기에는 시전상인과 경상 및 부상대고(富商大賈), 사신단 등은 공, 사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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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명나라 및 대일 등 대외 교역에 참여하였다. 경상의 대중국 사무역은 사치품
등도 거래되었고 결재수단으로 은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박평식 2006, 153-154).
경강상인에 대한 연구는 강만길 등에 의해서도 경강 선상, 여각, 객주 등이 구분되
어 연구되었고, 그 발전과 조선 상업에 미친 영향들이 연구되었으며,8) 당시의 주요
거래 품목은 쌀, 소금, 목재 등이었다.9)
노혜경, 노태협(2010)은 조선시대 경상과 송상의 상품 유통망의 특징을 연구하였
다. 경상은 한양이라는 위치적 장점을 활용한 대자본의 유통독점을 시도하였고, 송상
은 전국적인 조직을 활용하여 인삼과 포목 등의 특정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국외무
역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급망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두
사상(私商)들은 전국적인 장시와 이를 연결하는 교통망, 각 상단의 조직력 및 상품흐
름, 가격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상업에 활용하여 당시의 시장상황과 여건
에 효율적을 활용한 점에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정부의 상업규제로 시전상인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생산자 →
선상 → 여객주인 → 시전 → 소비자의 경로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후기에는 육로
와 해로의 교통발달과 한양의 인구증가로 기존의 시전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시전상
인을 배제하는 사상중심의 유통체계도 추가로 생기게 되었다. 조선후기의 한양의 상
품유통과정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安秉珆, 1968).
<그림 1> 조선 후기 한양의 상품유통 과정

출처：安秉珆, 1968.
7) 박평식, 1999, 朝鮮前期商業史硏究 제2장：조선 전기의 都城商業과 漢江.
8) 강만길, 1971, 홍순권, 1984.
9) 임인영, 1977, 고동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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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성상인에 대한 주요 연구
개성상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 조선후기 개
성상인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강만길, 1973)에서는 개항 이후 개성상인이 활동을 연
구하고 특히 일본 상인자본의 침략과 해체작용 때문에 영향을 받은 개성상인10)에 대
해 연구하였다. 홍하상(2004)은 ‘천년을 이어온 자린고비 정신의 경영철학 개성상인’
(국일미디어)이란 책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개성상인들에 대한 사례와 경영스토리와 개
성상인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원재훈은 ‘참 따뜻한 사람’(생각의 나무, 2008)에서
개성상인 송암 이회림의 삶과 경영을 소개하고 있다. 공창석은 ‘한국상인’(박영사,
2007)에서 우리나라의 고대사회, 고려시대와 고려말 조선초에 개성상인의 태동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술적 연구로는 개성상인의 발생과 조직 및 경영방법과 주요 상품 등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독자적인 회계방법인 송도 사개치부법 및 주요 상품인 인삼 등
을 소개하고 있으며11) 개성상인의 경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연구도 많
다.12)
김성수(2002)는 개성상인정신 발달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우진(2007)은
이탈리아에 베니스 상인이 있었고 영국에 동인도회사가 있었듯이 한국에는 개성상인
이 있었음 지적하고, 동시에 의주상인, 보부상 등은 한국기업경영사에 훌륭하고 이들
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 질 때 한국 한국적인 경영학의 기초가 수립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13)
개성상인의 상업철학으로 한 우물만 판다는 가치관은 집중화를 통한 기업 투자전략
을 의미하며,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질에 대한 애착을 품빌 경영과 맥을 같
이 한다. 신의에 목숨을 거는 신용 제일주의는 윤리경영을 의미하며, 남의 돈으로 장

10) 조선후기 개성상인은 인삼 재배와 홍삼 제조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19세기 홍삼
무역을 주도하고 있었다. 1894년 일본인 시찰자의 다음과 같은 보고는 국교확대 이전 육로무
역에서 개성상인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를 잘 보여준다. “海路 외국 무역 개시 이전 개성은 그
특산인 홍삼을 육로로 청국에 수출하고 귀로에 청국산 각종 緞疋을 수입하여 경성 기타각도에
分輸함를 樞要의 상업으로 하였다.” 국교확대 이후 갑오개혁 시기까지 홍삼은 禁輸品이었고 공
식 수출은 이전 방식대로 육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량이 密蔘으로 청나라
로 수출되었다. 일본인 시찰자의 보고를 통해 개항 이후의 홍삼 수출과 그 수량 등을 살펴보자.
1886년 상황을 전하는 일본인 기록에 의하면 공식 홍삼 수출액은 사행 수행원 35명이 휴대하
고 갖고 가는 1만2백 근이지만 이 외에 의주 상인 등이 사행을 수행하여 밀수출하는 액수가
매년 1, 2만근에 이른다고 하였다.
11) 강만길, 1972.
12) 김성수, 2002, 이훈섭, 2002.
13) 주우진, 2007, 개성상인의 현대 경영학적 재조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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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 않는 보수적 자세는 무차입 경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노혜경·노태협(2012)은 조선후기 개성상인에 대한 경쟁과 상생에 대하여 연구하였
다. 개성상인과 사상간의 경쟁 그리고 개성상인과 시전 상인간의 경쟁에 대하여 다양
한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개성상인의 경쟁우위 전략으로 원가우위 전략,
진입장벽전략, 경영성 효율추구 전략, 네트워크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3. 동래상인에 관한 주요 연구
우리나라 상업계에서 동래 상인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는 일본과의 무역을 중심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일본과의 무역은 크게 공무역, 개시 무역[사무역], 밀무
역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무역은 일본어 통역관인 왜학 역관(倭學譯官)이 주체
이고, 밀무역은 거의 모든 상인들이 참가할 정도로 주체가 다양하였다. 동래 상인은
흔히 개시 무역에 참여하는 상인을 가리킨다. 개시 무역의 주체인 무역 상인이 동래
상고(東萊商賈), 상고(商賈), 내상(萊商), 도중 상고(都中商賈), 수패 상고(受牌商賈) 등으
로 불리는 동래 상인이다. 동래 상인의 선정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랐지만, 서울에 근
거를 둔 경상(京商)이나 서울과 지방의 실력자인 부실자(富實者)였다.
동래상인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며 기존 자료들을 토대
로 상인조직, 거래 상품 및 연관된 계(契))등을 다루고 있다(김동철 1998, 이승민
2005). 개성 상인인 송상(松商)이 동래 상인의 중심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
동래 상인은 반드시 호조나 각 도 감사의 행장(行狀)을 지참하였다.

4. 의주상인에 관한 주요 연구
의주상인은 만상(灣商)이라고도 하며 의주는 국경 도시로서 조선 사행(使行)이 떠나
는 곳이며, 또 중국 사신이 오는 관문으로 정치·외교상은 물론 양국 간의 무역 중심
지로서도 중시되었다. 의주에서의 민간 상인의 외국 무역은 17세기부터 국내 상업계
의 현저한 발달과 금속 화폐의 전국적 유통과 더불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대 청
(淸) 무역은 조선은 사대정책(事大政策)으로 구현된 부연사행(敷衍使行)에 부수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점차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즉 사행의 왕래에 부수하여 양
국의 상인인 연고(燕賈：북경상인)·만상이 활약하여 중계무역의 형태를 띠고 대청 무
역이 발달하였다.
17세기에 이르러 개시 무역으로 열렸다가 다시 후시무역(後市貿易)으로 진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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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다음해에 열린 중강개시(中江開市)는 일본 격퇴 후 중지되었다가 청나라의 요
청으로 열려 양국 간의 공식 무역시장이 되었다. 여기에 사상(私商) 개입이 금지되었으
나 법령의 해이와 민간상인의 참여로 중강후시(中江後市) 중심이 되었고, 1700년(숙종
26)에는 마침내 중강개시가 폐지되었다. 1754년(영조 30) 연복무역 곧 책문무역이 재
개되고, 이는 만상에게만 허용되었으므로 만상후시(灣商後市)라고 불리었다. 정조(正祖)
말년에는 사행정사(使行正市)가 의주 부윤(府尹)과 상의해서 연행상금절목(燕行商禁節目)
을 합의·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만상의 무역을 감독케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 무역
권을 만포(灣包)라고도 하였다. 이는 정부가 의주 상인을 통해 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작용한 것이었다.
만상은 대청 무역에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던 개성상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를 통해 대일본 무역의 일선상인인 동래상인
과도 연결되어 개성상인과 국제 중계무역을 가능케 하였다. 만상에 대한 연구고 송상과
의 관련성과 대청무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승희 2001, 최동원 2007).

5. 병영상인에 관한 주요 연구
병영상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가 근래 일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박성
수(2011)는 병영상인의 활동과 의미에 대해 역사적 재조명하였고 형성과정을 <표 1>
와 같이 요약하기도 하였다. 주희춘(2014) 등은 좀더 실천적으로 병영상인의 후예와
그 활동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 1> 강진 병영상인 형성과정
연 도

형성과정

823~851년(통일신라)

장보고 대사 청해진(강진현)활동

고려시대

강진 고려청자 중국과 아라비아까지 진출

1417년(태종 17년)

강진현 전라병영성(병마절도사 영지) 축조

1678년

병영성에 화폐만드는 주전소 설치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병영성 불에 탐

1895년

전라병영 폐영

1930~1945년

병영상인 만주 장가지 진출

1945년 이후

전국 5일장과 상설시장 진출

출처：박성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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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성상인, 병영상인의 활동 및 경영특성, 역사적 의의
1. 개성상인의 역사적 의의와 경영 특성
1) 개성상인의 역사적 의의와 주요 개성상인 후예
개성상인(開城商人)은 황해도 개성(개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인 및 그 상인들의 연합
체를 말하며, 옛 지명인 송악(松岳)을 따라 송상(松商) 으로도 불리었다. 개성상인은
명실 상부하게 우리나라 지역 상인으로서 최고의 명성과 전통을 갖는 상인집단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이 수도를 한양으로 이전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훤전, 백목전, 청포
전, 어과전의 사대전과 일반 시전이 서울의 육의전에 맞서 발전을 지속해 왔다(주우진
2007). 개성상인은 개항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토착자본으로 성장하였으나, 일제치
하에서 붕괴된다. 하지만 그들의 근면함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상혼은 후대에 이어져
많은 기업들이 명맥을 이어 활동을 벌이고 있다(김성수 2002).
(1) 태평양화학 서성환 회장
대표적인 개성상인으로 태평양화학의 장원(粧源) 서성환(徐成煥, 1924~2003) 회장을
들 수 있다. 서성환은 개성에서 가까운 황해도 평산에서 1924년 태어났고 1930년에 개
성으로 이사했다. 부친은 잡화도매상인 창성상회를 운영하며 잡화상 외에 재래식 화장품
을 가내수공업형탤 만들어 팔아왔다. 16세때부터 아버지 사업을 돕던 서성환은 개성에
서 원산까지 걸어서 화장품 원료를 사오고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오며 화장품 사업을 시
작하게 되었다. 개성에서 가장 큰 고려백화점에 화장품 코너를 개성하여 가루분, 포마드,
구리무(크리미의 일본식 발음)을 판매해 창성상회는 날로 성장했다. 1945년 9월 5일 중
구 남창동에 태평양화학이란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태평양처럼 크고 웅장한 기업으로 성
장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처음 제품인 ‘메로디크림’ 포마드르 생산, 시판하여 성공하였
고 6.25 땐 부산에 피난하여 초량동에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하고 해방후는 ‘ABC포
마드’와 ‘100번 크림’을 출시 성공한다. 1964년부터 아모레 아줌마를 통한 판촉으로 가
정을 방문해 화장품계를 주도하였으며, 시장 점유유율을 70%까지 끌어 올렸다. 1978년
제주도 한라산에 녹차 밭을 조성해 우리나라 녹차의 새 시대를 열었다. 특히 ‘녹차 100
만인 시음대회’를 진행에 손해를 보면서도 제주설록차 등을 생산하는 등 녹차사업을 진
행에 오늘 우리나라 일반화된 녹차문화를 시작한 공도 크다. 그는 “태평양은 제품을 파
는 회사가 아니라 문화를 전하는 기업이다”란 말로 당시 손해보는 녹차사업에 열정을 내
기도 하였다. 태평양화학은 1994 이후 화장품의 세계화를 추진하여 ‘라네즈’란 브랜드로
동아시아와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서성환 회장의 아들 서경배 사장으로 이어진 성
공적 경영 승계로 세계 5대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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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립식품 허창성 회장
삼립식품의 창업주 초당(草堂) 허창성(許昌成, 1921~2003) 회장도 개성상인 후예로
1945년 서울 을지로에 상미당이란 빵집을 연 이후 50여년간 빵만 생산하며 외길을
걸어 왔다. 1959년 허창성은 상미당을 삼립제과주식회사로 확장, 출범시켰다. 1964
년 출시한 크림빵은 큰 성공을 하여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으나 국민소득의 증대로
점차 인기가 줄자, 1969년 신제품 개발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삼립호빵을 출시하
여 성공하고 이어 야채호빵, 김치호빵, 고구마호빵, 칠리새우호빵 등으로 변화, 발전
하였고, 1970년대에 빵과 관련된 빙과류, 유산균음료, 마가린,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
한다. 허창성 회장에는 장남 허영선(許英善)과 차남 허영인(許英寅)이 있다. 허창성은
개성상인의 관례에 따라 장남을 후계자로 새우고 1992년에 일선에 물러났고, 장남이
경영을 맡았다. 당시는 제빵업계는 분위기가 달라져 전국 각지의 제과제빵이 생겨나
소비자들은 대량생산된 빵보다 신선도가 좋은 현지의 제과점 빵을 선호하게 되었다.
허영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립식품은 어려워지고 그는 사업다각화를 시도하여 리
조트 개발사업에 참여했으나 1997년 IMF 파동으로 삼립식품은 부도를 맞게된다. 당
시 동생 허영인은 20여 년전 형에게 후계 자리를 내어주고 샤니란 작은 회사를 키워
1994년 태인샤니 그룹을 설립해 독립해 있었다. 그는 1985 비알코리아(주)를 설립하
고 파리크라상 직영점을 개점하는 등 제빵업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였고, 법정관리
상태의 삼립식품을 인수해 아버지의 사업을 이었다. 2004년 SPC 그룹으로 새로운
변화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신도리코 우상기 회장
개성상인의 주요 사례로 신도리코의 가헌 우상기(禹相琦, 1919~2002)회장을 들 수
있다. 개성에서 태어난 그는 1960년 사무기기전문업체인 신도교역을 설립하여 주로
일본의 리코사로부터 들여온 복사기인 디아조(Diazo)를 판매하였다. 1964년에 우회장
의 주도로 ‘리카피(recopy)555’가 국내최초로 생산되어 전국에 퍼져나갔다. 직원의
20%를 기술연구소에 배치할 정도로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국내 최초로 1973년에 계산
기, 1975년에 보통 용지식 복사기, 1981년에 팩시밀리를 개발하였다. 우회장의 경영
이념은 장남 우석형(禹石亨) 사장에게도 이어저 절약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신도리코는
높은 현금 보유액으로 알려져 있고, 직원들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
서인지 노조가 없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투자를 적극적
으로 실시해 문화공간 같은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원의 근
무조건을 사원복지회란 조직에서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우석형 사장은
디지털네트워크 중심업체로 사업의 방향을 조정하여 확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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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양화학 이회림 회장
동양화학의 송암(松巖) 이회림(李會林, 1917~2007)회장은 마지막 개성상인이란 호
칭이 따라다닌다. 1959년 동양화학을 창업한 이래 정밀화학, 기초화학의 산증인이며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동양화학그룹의 창업주로 위치를 지니고 있다. 그는 15세 때
개성의 강형근 상점에서 점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철저하게 도제형의 장사를 배워 근
검, 절약을 배웠다. 6.25때 월남해 인천에서 동양화학을 설립했다. 1960년대 중반 동
양화학은 소다회를 주종으로 생산하였으나 수요는 많지 않았다. 자금이 어려워져 이
회장은 성북동 집까지 팔아 회사를 살리고 이 소문이 청와대에 들어가 저리 자금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이회장은 개성상인의 뚝심으로 ‘서두르지 말되 쉬지도 말자’란 끈
기 경영으로 기업을 확장시켜왔으며, 아들 이수영(李秀英)사장께 물려주어 계승하고
있다. 이수영 회장은 1970년 동양화학 전무로 시작하여 1978년 그룹회장을 맡으며
경영을 이어오고, 2004년 경영자총협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임돼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하며 노사관계발전에 노
력하였다.

2009년 회사명을 동양제철화학(주)에서 동양화학의 영문 ‘Oriental

Chemical Industries’ 약자 OCI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기 시작했
다. 2010년 단열재 사업에도 진출했다. 이후 2014년 Ma-Steel OCI Chemical을
설립했고, 2016년 MA STEEL OCI CHEMICAL COMPANY를 준공했다.
(5) 오뚜기 함태호 회장
오뚜기의 함태호(咸泰浩, 1930~2016)회장은 1969년 풍림상사로 출범한 이래 많은
풍파를 거치며 성장, 발전해 왔다. 1980년 오뚜기식품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에는 국내 식품시장을 놓고 외국자본과 지속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마요네즈 시장은
미국 CPC 인터네셔널의 크노르와, 캐첩 시장은 놓고는 세계 최강의 하인즈와 싸워
그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현재 국내 식품시장의 80% 정도를 석권하고 있
으며 그 비결은 바로 함회장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외국 브랜드 제품을 먹일 수 없
다”는 신념에서 가능했다. 그는 매달 1일 본사 강당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일명 ‘애국
조회’를 하며 직원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의 애국조회는 외국자본
에 맞서 20여 년간 싸워 국산 소스를 지켜낸 자부심과 동시에 해외 브랜드와 맞서 국
내 토종 브랜드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개성
상인들에게 애국애족정신은 전통적 가치이며 함회장은 각별히 이를 더 강조하고 있다
고 본다.

2) 개성상인의 경영특성
개성상인의 경영특성은 우선 ‘한 우물만 파라’를 들 수 있다. 서성환 회장는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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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라는 한 우물만 팠다. 부친에게서 화장품 생산과 판매 등 사업을 배웠고 아
들 서경배 사장에게 그 업을 물려주었다. 3대에 걸친 화장품 사업이란 한 우물을 판
태평양화학은 지금 세계 유수의 화장품 회자로 성장하였다. 다음으로 직원을 한 가족
으로 생각하는 경영철학이며 2002년에 회사에서 직급에 근거한 호칭을 금하고 이름
을 부르게 하여 직원은 한 가족이란 경영을 실천했고, 서성환 회장이 아름다운 재단
에 50억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의 상도를 실천하였다. 서경배 사장도 사회복지시설에
화장품 등을 다량 지원하고, 2000년에 유방암관련 비영리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
단을 설립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상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립식품의 허창성 회장의 경우도 제빵이라는 한 우물을 파듯 한 업종의 전문성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으나, 장남의 경우 비록 시장의 변화라는 요인이 있었지만 리조
트 등 타분야로 비관련 다각화를 하다 기업의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차남의 탁
월한 경영능력으로 다시 가업을 잇고 다시 본래의 가업인 제빵업을 주축으로 한 SPC
그룹으로 우뚝설 수 있었음을 다행한 일이었다. 아버지 사후 원조격인 삼립 크림빵을
다시 살리고자한 허영인 회장의 의지로 아버지의 꿈인 크림빵을 다시 성공적으로 개
발, 판매하게 된다. 복고풍이 일던 사회분위기를 살려 다시 삼립식품의 전성기를 열어
가고 있다.
신도리코의 우상기 회장은 개척정신과 도전의식으로 국내 최초로 복사기, 전자계산
기, 팩시밀리 등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뤘다. 다시 복사기술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일본
에 역수출하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도 하였다. 신도리코경영의 특징중의 하나는 근
검절약정신을 들 수 있다. 우상기 회장도 1960년대 경비절감을 위해 직접 지게를 지
고 복사기를 나르고 판매하기도 하는 등 절약경영을 실천하였다. 장남 우석형(禹石亨)
사장도 절약과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우상기회장의 경영철학으로 삼애정신을
들수 있다. 즉 국가,회사,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세금을 많이 내고, 회사를 내 집
처럼 사랑하고, 이웃과 동료를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익금의 분배는 3:3:3:1
의 비율로 즉 재투자,주주,종업원,공익에 분배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동양화학의 이회림(李會林)회장도 주요 개성상인의 한사람으로 평가되며 그도 개성
상인의 전략의 하나인 ‘한 우물 파기’로 성공을 거둔 기업인이라 할 수 있다. 장남 이
수영 사장은 부친의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시켜 원만한 처세술과 대정부, 대 노조 등
에서 타협과 협상에 탁월함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개성상인 오뚜기식품의 함태호 회장에게는 경영철학의 우선적 요인으로 애국애족정
신을 들 수 있다. 개성상인을 중심으로 한 보부상단은 애국애족정신을 실현한 주요
사례로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의 군자금을 운송하는 역할도 맡기도 하였다. 정직, 투
명경영은 함회장의 주요 경영철학의 하나다. 그는 정직한 세금내기의 전형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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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으며 사후 막대한 상속, 증여세를 국가에 납부한 것은 많은 칭찬과 모범의
사례라 할 수 있다.

2. 병영상인의 역사적 의의와 경영 특성
1) 병영상인의 역사적 의의와 주요 병영상인 후예
북송상(北松商) 남병상(南兵商)으로 불리울 만큼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갖던 병영상인
에 대한 이해를 바로하고 관심을 증대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상업지역으로서
강진병영의 역사는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갈 수 있다.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은
1896년(고종 33년)에 완도군이 신설되기 전까지 강진현에 속하였다. 청해진과 강진만은
강진현 및 병영성을 배후권으로 하여 다양한 무역과 해상제해권을 확장해 나갔다.
당시 장보고 대사는 남방항로와 국제항로로서 남양항로를 개척, 운영하고 있었다.
청해진은 동아시아지역을 아우르는 넓은 해상권역을 장악하며 무역을 주도하였으며,
주요 해상 항로로는 남방항로는 신라, 당, 일본간의 직접무역 및 중개무역이 이루어지
고 있었고, 남양항로로서 중국의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강소성 등 동남부와 동남아
시아, 인도간 항로가 운항되었다. 더 나아가 페르시아 지역까지 연계하는 국제항로까
지 확장되어 국제적 해상교류와 무역이 이루어졌다. 특히 8세기에 이르면 광주(廣州)
와 페르시아만 까지의 직항로가 개통되었고, 장보고 상단에 의해 광활한 권역에서의
국제무역항로가 발전되었다.
신라시대부터 해상무역이 인도, 페르시아지역과 활발하였으나 861년(문성왕 13년)
에 청해진이 폐지되고 고려의 등장으로 교역의 비중이 중국 송나라로 바뀌어 강진현
의 활동은 다소 쇠퇴되었다. 조선 1417년(태종 17년)에 전라병마절도사가 관할하는
전라병영이 강진병영에 설치되어 더 활발하게 병영상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 태종의 명령으로 마천목(馬天牧) 장군이 전라병마절도사로 부임해 병영성을 축
성하고 이로 인한 물자수요가 많아지고 다수 인력이 모여들면서 큰 상권이 형성되게
되고 이에 병영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었다. 병영상인의 출현은 절도사영지의
지정과 병영성의 축성으로 시작되었다. 인구의 대량유입과 다양한 군수용품과 생필품
의 수요가 커지고 인접지역과의 연계 및 특산품인 고려청자의 생산과 중국 및 일본과
의 무역의 요충지인 강진을 끼고 있어 더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강진만은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어 육지의 산물이 해로를 통해 바다로 유통하기 유리했으며, 강진에
병영이 설치된 것도 지리적 요충과 동시에 해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강진의 이런 해상 교통의 강점은 조선 중, 후반대에 김만덕의 상업행위에도 크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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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진현 및 병영성 지도(1872)

출처：<강진신문> 1872년 작성된 강진현의 지도. 중간에 읍성이 있는 강진읍이 배치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 전라병영이 보이는데 병영성과 주변의 마을이 유난히 부각되어 있는게 눈에 띤다.

강진군(1895)의 ‘강진읍지’에 따르면 당시 병영성에는 군병이 9,359명에 달하고 군
관, 나졸들이 600여명을 상회했다고 한다. 여기 각 지역 휘하에 병사들의 규모가 5만
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의 인구 규모로는 매우 큰 도시 형태를 이룩한 것이며, 이
거대한 군사시설 및 인력을 배경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상권이 형성되어 인근 지역
과 중앙으로 상업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었다. 병영성의 성곽의 총길이는 1,060m이
며 높이는 3.5m 면적은 93,136제곱m(28,175평)이었다. 근래 병영성을 복원하는 사
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도 600년을 맞아 2017년 4월21일 행사를 가졌다.14)
14) 2017년은 강진지명 탄생 600주년, 전라병영성 축성 600주년, 경세유표 저술 200주년, 고려청
자 재현 성공 4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다. 강진군은 이를 기념해 지난해 5월, 2017년을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인 1417년(조선 태종 17), 강진은 커다란 변화
를 맞는다. 역대급 변화였다. 주(主) 현(縣)이었던 도강군과 장흥부에 속해 있던 탐진현을 합해
서 하나의 행정 구역이 탄생한 것이다. 지금의 완도 고금, 약산, 신지, 청산도가 포함된 큰 면
적이었다. 그 이름이 바로 강진현이었다. 강진현이란 이름은 이렇게 역사앞에 등장했다.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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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상인의 역사적 의의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상업활동이 지
속되고 전국의 주요 지역에 영향력을 미친 점과 그들의 경영원리와 전략들이 후대에
전승되어 발전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타 지역 상인과 유사
한 부분과 다른 특성 등을 비교하여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의 토착적 경영원리
와 전략을 구축하는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2) 병영상인의 주요 상업인과 경영특성
(1) 주요 병영상인들의 활동
① 한약재상 강재 박기현
많은 병영상인들이 긴 시간 활동하였으며, 인근 지역의 5일장 등 상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병영상인이 오지 않으면 장이 서지 않는다’란 말이 통용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병영상인으로 먼저 강재 박기현(朴冀鉉, 1864~1913)을 들 수 있다. 그
는 한약재 등 당시 중요 상품들의 도소매를 담당하던 거상으로 활약했다. 그의 상행
위를 기록한 <공주령무약기(公州令貿藥己)>란 책자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그는 공
주약령시에서는 물론 대구약령시, 부산 동래약령시 등 전국에서 엄청난 한약재를 구
입하여 전국의 주요 한약방에 공급하였다. 그가 친필로 작성한 <각처각국거래책(各
處各局去來冊)>에 상세한 거래 내용을 거래장부의 형태로 기록해 놓았다. 그의 활동
지역은 공주, 대구, 부산은 물론 전주, 제주, 능주, 고흥, 금산 등 전국에서 약재를
구입하여 집하한 후 또 전국의 한약방에 제공하는 형태의 상업을 진행하였다. 박기
현의 당시 재산에 대해서는 <을미년축감집석기>란 책에 일부 기록이 나오며 병영들
녘에 5마지기 논을 김동렬이란 사람에게 소작케하고, 소작료로 벼4섬을 받았다. 임
야, 밭, 건물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한약
재를 구입하여 유통할 때 필요한 많은 현금에다, 병영과 옴천의 농지, 군동지역과
장흥 유치, 평장, 보성, 고흥군 등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재 박기현
의 각종 문서와 서적들이 문화재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15)되었다. 강
재 박기현에게는 동생 박장현과 네 아들 윤양, 윤평, 윤간, 윤안이 있었으나 농사짓
거나 유림생활을 했다. 그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장사꾼 피를 이어 받았다. 박장현의
군인만 600여명에 달하고, 전라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6진을 총괄한 전라병영이 설치된
것은 강진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15) 강진역사문화 학술심포지움(2013.5.3)이 강진아트홀에서 개최되어 광주교대 김덕진 역사교육
학과 교수는 “강재선생은 한약재의 도소매를 겸하고 전국 도처에서 약재를 조달하는 지역 거점
약국을 운영하면서 경영극대화를 위해 치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했다”고 말했다. ‘강재일사’
와 함께 강재선생의 자료들은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선생의 후손 박병채옹
등을 포함한 한국산학협동연구원 50여명 회원들과 지역유지들이 모여 강진과 병영상인의 역사
를 재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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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윤원이란 아들이 있고 그 사위 김남식이 있었는데 1950년대 중반 ‘병영소주’
공장을 설립해 소주와 막걸리를 생산해 강진소주, 은하소주와 함께 전국 유명세를
유지했다. 박윤안의 큰 아들 박원권은 해남에 양조장을 인수했고, 박윤양의 삼남 박
희권은 작천양조장과 영암에 진출해 장암양조장을 설립해 인근 지역의 양조장을 석
권했다.
② 유통, 금융기업가 동은 김충식
강진 병영상인으로 갑부 동은(東隱) 김충식(金忠植 1889~1953)을 들 수 있다. 그
는 당시 땅부자로 알려졌으며, 강진, 광주, 보성, 화순, 해남, 장흥, 무안, 영광, 완도,
영암 등지에 답 845정보(253만5천평) 전 57정보, 기타 313정보 등 총 1215정보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성에 1933년에 금익증권이란 회사를 설립해 개성상
인들과 경쟁했고, 금릉회조부(金陵回漕部)란 해상운수 및 물류업에 참여하였다. 서울
에서 명치택시란 회사를 1936년 설립, 운영하였고 시내택시업과 선박을 소유한 선주
로 해상운송에 참여해 설립한 금릉회조부는 전국해상항로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교
육사업에 관심을 가져 연세대 의대에 1940년대 1억원을 기부하여 현대 그 기념관이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세워져 있다. 동은은 강진만이 해상운송의 요충임을 알고 금릉
환(金陵丸) 진흥환(津興丸) 현해환(玄海丸) 등 3척의 선박으로 해상운송을 주도하였다.
이들 선박으로 목포, 영암, 강진, 장흥, 와나도, 고흥녹동, 나로도 등 서남해안 섬들
을 잇는 황금항로를 주도하였고 경성까지의 서안항로와 제주항로까지 적극 참여하
여 수익을 확장하였다. 금릉회조부는 해상운송은 물론 필요에 의해 소형 선박을 직
접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고, 회사내에 육상승합자동차부를 만들어 영암 용당과 해남
남창, 강진 해창, 강진 대구간을 연결하는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후반 당시 강진만과 완도, 해남, 장흥 등을 잇는 뱃길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운영되
었다.16)
③ 한국 반도체의 아버지 우곡 김향수
병영상인의 대표적 인물로 아남산업 우곡(牛穀) 김향수(金向洙, 1912~2003)회장을
든다. 그는 강진읍 송전리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경성에 와 경성
사범학교에 응시하였으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해 교육자의 꿈을 접었다. 다시 경성공립
농업학교에 응시해 합격했으나 학비 때문에 포기하고 일본인 회사에 다니며 주경야독
하였다. 부모로부터 받은 근검절약 정신으로 돈을 모아 일본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16) 이미 동아일보(1937.11.17.)에는 김충식이 목포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 해운회사를 설립해 해
운업계를 평정했고, 금릉회조부가 해남, 완도, 장흥 등에 취급점을 두고 해상화물은 물론 육상
화물까지 석권했다며 이는 김충식의 민활한 수완의 결과로 극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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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였다. 1935년 결혼하여 일본인을 상대로 장사하고 1939년 ‘일만무역공사’란
회사를 열어 자전거, 주단. 양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 국내와 만주에 팔았다. 해방되
던 1945년 9월 일만무역공사의 상호를 아남산업공사(亞南産業公司)로 이름을 바꾸었
다. 1956년에 한국자전차공업을 창업하고 1968년에 한국에서 최초로 반도체 패키징
(조립) 회사인 아남산업(아남반도체의 전신)을 창립, ‘반도체 산업의 개척자’로 불린다.
74년에는 컬러TV를 한국 최초로 생산해 국내 전자산업의 신기원을 열었으며 86년에
아남건설을, 92년에는 아남전기와 아남시계를 창업했다. 그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로
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인촌(仁村)상, 참경영인상, 다산경영상 등을
수상했다. 김회장은 1995년 한일 고대사의 뿌리를 밝힌 ‘일본은 한국이더라’ 출간하
기도 했고, 특히 80년대 초반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D램 산업은 삼성과 같은 대기
업이 꼭 해야하는 사업”이라고 권유하여 오늘날 삼성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등 한국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1968년 창업 당시 반도체 산업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오
직 미국에서만 아폴로 우주 계획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려 했
다. 우곡 김향수 명예회장은 화양동에 다이본더 2대, 와이어본더 3대로 반도체 공장
가동 준비를 마쳤으나, 워낙 한국인을 상대하려는 곳이 없는 데다 2년 넘게 수주가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애초 우곡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조차 ‘Crazy Business’라며 말리던 때였다. 이때, 미국 빌라노바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장남 김주진 회장이 이 소식을 듣고, 장래가 보장되어있
던 대학교수직을 사퇴하고 앰코(Amkor Electronic, Inc.)라는 반도체 판매회사를 미
국에 설립해 반도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마침내 1970년, 미국으로부터 첫
주문이 성사되고 샘플 제작 결과가 엑설런트(excellent)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종업원 7명으로 미국 SSS사에 메탈 캔 형태의 반도체를 수출했다. 당시 달
성한 21만 달러의 수출은 아남의 첫 수출이자 한국 반도체의 첫 수출이었으며, 향후
아남반도체의 신화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었고, 이후 아남의 역사는 앰코(코리아 테크
노지)로 경영과 발전을 이어가게 된다. 2013.6.20일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센터 예정부지에서 앰코테크노놀로지코리아 ‘글로벌 RD센터 및 K5
송도사업장’ 기공식이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김주진 앰코테크놀로
지코리아 회장과 윤관석 국회의원 등 지역인사들이 함께 개최되었다. 앰코코리아는
연수구 송도동 220 일원 18만5689㎡에 앰코코리아 R&D센터를 건설하고 약 5000
여명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남전자(주)와 아남전자 서
비스 등의 기업도 아남의 이름을 유지하며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영상인들이 활동하며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의 시장과 상업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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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다. 중소 상인들은 강진, 영암, 장흥 등지의 5일장을 주도하였으며 “병영상
인이 오지 않으면 장이 서지 않는다”라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더 나아가
강원도 속초, 인천, 서울, 부산, 군산, 목포 등 전국의 웬만한 지역까지 병영상인이 진
출하였다. 주요 중소 상인들로는 강능한 사장, 병영 도룡리 한상철 사장, 중고 김희중
사장, 광주 충장로에 진출해 삼일상사를 운영한 김성수 사장, 택시업을 하는 김정권
병영면장, 광주 호산나 양행을 운영한 김홍삼 사장, 신지마을 유명완 사장 등 많은 병
영상인들이 도처에 진출하여 특유의 상인정신으로 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3> 트럭을 이용한 병영상인들의 이동 및 유통 활동

자료：<강진신문> 1960년대에 전남 강진군 병영면 병영 상인들이 당시 새로 나온 트럭에 40~50명
씩 무더기로 올라탄 채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2) 병영상인의 상업 및 경영특성
주요 병영상인 박기현은 전국으로부터 한약재 등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직접
짐꾼을 거느리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 오가는 다른 병영상인들을 통해 관심 물품을
대신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병영상인의 강한 신뢰와 유대감(紐帶感)에 근거하
여 전국으로 부터의 물류품구입에 최소의 비용으로 가능했다.17) 이들은 전국의 경제
17) 실제로 1906년 7월 11일 부산 동래에 가는 이돈실이란 사람을 통해 약재를 구입해오고, 같은
해 동래의 목촌국이라는 약방에서 약재를 전경채라는 사람을 통해 사오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
다(주희춘, 전게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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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장정보를 공유하며 전국을 상대로 상거래를 유리한 정보에 근거하여 펼칠 수
있었다.
병영상인 김충식은 시류를 읽는 정확한 판단력을 들 수 있다. 그는 많은 소유 농
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증권회사를 설립하고, 해상운송와 물류업에 진출하
는 등 당시의 경제와 유통을 선도하는 경제흐름을 파악하고 투자한 선견력의 소유자
였다. 다음은 튼튼한 관계망의 구축과 운영을 들 수 있다. 해상운송, 물류 및 창고업
들을 내륙의 하주들과 연계하여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탁월함이 있었다. 과감한 사회
공헌으로 당시 거금인 1억원을 연대 의대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에 큰 발자취를 남
겼다.
김향수 회장의 경영철학은 먼저 근검 절약정신이다. 시골 부모님의 근검생활을 통
해 배웠고 매일 새벽4시에 일어나 냉수마찰과 아령운동을 하는 근면함도 들 수 있다.
“사람은 치밀한 계획과 그 일을 해낼 집념, 경험, 신용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해
도 항상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돈만 자본이 아니고 정신력과
능력, 신용도 자본이었던 것이다”18) 다음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중심부에 사무실
을 두고 사업도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정공법식 사업 추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집념과 끈기로 당시 모두가 반대하는 반도체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선구
자적 비전을 갖는 경영자였다. 1970년 국내기업 최초로 반도체 생산과 수출에 성공
했고 1974년 1월에는 국내 최초 칼라TV를 생산했다.
효도와 인간중심의 경영을 들 수 있다. 그는 초창기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고향의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효행의 길을 닦는 일이라 믿었다. 개인 기업만큼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통큰 경영을 실천하였다. 1980~90년대 삼성, 현대, LG 등이 경쟁적으로
반도체사업에 뛰어들어 아남의 인력을 대거 빼갔지만, 대기업들을 찾아다니며 반도
체 사업을 장려한 사람이 김향수 회장이다. 한때 삼성반도체 공장의 생산라인이 모두
아남출신으로 채워져 ‘아남라인’이란 별명이 불었는데도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병영성에 의해 주도되던 당시 전라 병영상단은 군사시설인 동시에 종합 물류회사라
할 수 있었다. 병영상인을 통해 외지에서 물품을 조달했을 뿐만 아니라 목화를 길러
무명을 만들고 간단한 농기구 등은 자체 생산했다. 병영상인은 1896년 병영성이 폐
영될 때까지 479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폐영 후에는 후손들이 영암장·장흥장
을 순회하고 서울·인천·속초·제주를 넘어 만주까지 무대를 넓혔다.

18) 김향수,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연다: 집념과 인내의 반도체 인생：牛穀 金向洙 自叙傳, 아남그룹
企調室弘報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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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개성상인, 병영상인의 경영사상(철학)의 현대적 적용
1. 개성상인의 경영사상(철학)의 요체
남북분단이후 개성상인 출신 기업가로 서성환(태평양화학) 이정림(대한유화) 이회림
(동양화학) 우상기(신도리코) 단사천(한국제지) 등을 들고 있다. 이들 5개 기업들의 창
업정신과 기업 철학 및 경영 이념을 조사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근면 절약주의 인
화단결과 협동심 도전과 신념주의 창의와 개척주의 신용과 성실주의, 남의 돈 안쓰기,
풍질향상과 생상성 향상, 노사공영주의 등을 지적하였다.19)
전술한 개성상인의 활동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개성상인의 경영원리(사상)으로 근
검 절약주의, 인화 단결 협동심, 도전과 신념, 한 우물파기/창의 개척정신, 신용 성실,
사회봉사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2. 병영상인의 경영사상(철학)의 요체
병영성이 유지되던 시기에 병영상인은 종합물류회사 같은 역할을 하며 목화나 농기
구 같은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 병영상인은 1896년 병영성이 폐영될 때까지
479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폐영 후에는 후손들이 영암장·장흥장을 순회하고
서울·인천·속초·제주를 넘어 만주까지 무대를 넓혔다.
전술한 병영상인들의 상업활동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병영상인의 경영원리를
요약하면 도전정신, 통찰력, 신뢰경영, 효율과 근검 절약, 사회공헌 등을 핵심 경영원
리(사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3. 개성상인과 병영상인의 경영정신의 현대적 적용과 한계
장사의 귀재들은 서로 통해서 개성상인과 합작회사를 세운 병영상인도 많다. 55년
전 국내 첫 종합곡분회사 대선제분을 공동창업한 박세정은 강진, 홍종문은 개성 출신
이다. 이 회사는 종업원 150여명에 1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기업이다.
<표 2>는 개성상인과 병영상인의 비교를 요약한 것이다.
개성상인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최대의 지역 상인들의 조직으로 그 영향력은 당
시는 물론 현대에도 크고 심대하다. 또다른 지역상인으로서 병영상인은 왕성한 활동
기에는 상당한 영향력으로 관련 지역의 주도 시장과 상권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후예
19) 김성수, 한국의 시장상업사, 1992, 신계계백화점 출판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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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성상인 및 병영상인의 비교 개요
구 분

개성 상인

병영상인

생성 시기

고려, 조선 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주요 활동시기

조선 중·후반기 / 해방전·후

통일신라, 조선 중·후반기/
해방 전·후

주요 활동 지역

개성을 기반으로 전국/중국(송,
원, 청나라)

강진 병영을 기반으로
전국/중국(청, 만주)

주요 상거래 품목

인삼, 홍삼, 한약재, 생필품, 잡화

청자, 한약재, 약품, 잡화, 생필품

교통, 운반 경로

육로, 해로, 대중(국가)교통

육로, 해로, 대중(국가)교통

들도 나름대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성상인과 병영상인은 한 때 “북송상(北松商) 남병상(南兵商)”이라 회자될 만큼 중
요한 상인집단으로 활동하였으며 나름대로의 경영철학과 원리를 견지하여 많은 어려
움을 이기고 유지,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이런 두 지역 상인집단의 경영원리를 현대적
경영여건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두 상인
집단의 많은 사례와 다양한 경영원리를 요약, 정리하고, 현대적 경영환경과 오늘날 경
영에 요구되고 있는 이슈들20)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 정리하
고 관련 사례를 <표 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3> 개성/병영상인 경영사상의 현대적 적용
경영사상(원리)
구분

경영
원리

세부전략

근검,
절약
주의

복고풍 크림빵

인화
개성 단결,
상인 협동심

노사공영주의
타협과 협상

도전과
신념

신제품 개발

현대적 적용 및 한계
현대경영 환경 및
계승, 발전
관심 경영이슈
한계 및 극복
및 적용
<현대경영 환경>
– 제4차산업혁명
– 소비자와
대중의
영향증대
– 노동의 종말
– 아시아와
여성의
영향증대
– 관계경영의 강조

사례

계승,
적용

고객만족
우선

삼립식품

계승,
발전,
적용

경쟁환경에
서의 적용
어려움

동양화학, 이수영

계승,
적용

창업 등
제도 보완
필요

20) 현대 경영환경과 경영 이슈들에 대해서는(“존 웨슬리의 경영, 경제 사사상과 현대적 적용에 관
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제12권 제1호(통권32호) 2014. pp.77-102)
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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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상(원리)
구분

경영
원리
한우물
파기/
창의
개척
신용,
성실

세부전략

현대적 적용 및 한계
현대경영 환경 및
계승, 발전
관심 경영이슈
한계 및 극복
및 적용

품질제일주의

시장 간과한
한우물
발전, 적용
파기는 위험
될 수도

서성환, 화장품,
태평양화학/우상기,
신도리코

무차입 경영

적정한 차입,
계승,
부채비율은
발전, 적용
권장

대부분의 개성상인

– 소비자와
대중의 영향
사회
애국애족정신
계승,
강조
봉사 이익분배(3:3:3:1) – 환경 가치
발전, 적용
중시와 기후
변화
과감한 투자
–
다양한 사업모델 entrepre
도전
신제품개발
neurship
정신
끈기와 집념
의 강조
<관심
경영
이슈>
프로장사꾼 정신
– 경제민주화와
미래사회
사회적 경제
통찰력 신제품/유통망 건설 – 사회적 책임(CSR) 의 예측과
– 창조적 자본주의 준비 필요
병영
신용,
– ISO 26000
신뢰
계승,
상인
유대감/친절중시겸 – 마켓 3.0
경영
발전, 적용
손의 미덕
전국 유통망
효율과
효율관리
근검,
광범위한 시장개척
절약
지리적 여건 활용
사회
공헌

사례

병원 등
사회복지기관 기부

계승,
발전, 적용

국가차원의
우상기,
사회봉사
삼애정신/서성환,
제도의 확립, 한국유방건강재단설립
및 심화 필요 , 아름다운재단 기부
창업 등 제도
김향수, 반도체 개발
보완 필요
미래예측의
어려움

박기현의 전국한약품
유통망/김충식,
금융증권사업 진출

경쟁환경에
적용어려움

대부분의 병영상인

고객만족
우선

김충식의 유통,
물류(해운)사업/중소
병영상인들의
경영원리

계승,
사회봉사제
발전, 적용 도의 확립

김충식, 연대 병원
거액기부

Ⅵ. 결 론
오랜 역사를 갖는 우리나라는 긴 시간동안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도와 경제활동 참
가자들이 활동해 왔다. 국가의 경제, 상업 정책 그리고 농업, 공업 등의 정책으로 나
라의 살림살이를 유지, 발전 시켜왔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여러 지역을 기반으
로 하는 경제활동과 상업활동이 유지, 발전되어 왔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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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기반으로 상업활동이 발전해 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지역기반의 상업활동
은 더 발전아였고 조선의 중, 후기에 이르러 지역상인들은 독자적인 조직과 체계를
유지하며 발전했다. 대표적인 지역상인으로 북쪽의 개성상인, 의주상인 중부의 경강상
인과 남쪽에 병영상인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쪽의 개성상인과 남쪽의 병영상인의 활동과 경영특성과 경영사상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성상인의 활동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개성상
인의 경영원리(사상)으로 근검 절약주의, 인화 단결 협동심, 도전과 신념, 한 우물파기
/창의 개척정신, 신용 성실, 사회봉사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병영상인들의 상업활동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병영상인의 경영원리를 요
약하면 도전정신, 통찰력, 신뢰경영, 효율과 근검 절약, 사회공헌 등을 핵심 경영원리
(사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경영원리들을 정리, 재해석 하고 현대 경영환경과 핵심 이슈들과의 관계에서
적용가능성과 한계 및 관련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적 경영의 전통과
이론들이 새롭게 조망되고 모색되기를 바란다. 다만 본 연구가 문헌적 조사,분석에 머
물고, 두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 한계가 있고, 더 구체적인 실증 자료와 폭넓은
사료들에 기초하지 못한 점을 추후 연구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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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Historical Meaning and Modern Applications of
Traditional Regional Merchants in Korea
– With the Cases of Gaesung and Byungyong SangIn –
21)

Hong-Seop Kim*

Abstract
Our country Korea has had various economic systems and many participants of
economic activities during its long history. With the appropriate economic and
commercial systems and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olicy, this country has
improved its national wealth and the life condition of its people. On the basis of
regional background the economic and commercial activities have been progressed
in this country and it has been same in the age of Samkook and Korea Dynasty. In
the age of Chosun Dynasty the regional based commercial activities have been
more enhanced. And in the mid-last half age of Chosun Dynasty regional merchants
have their original organizations and systems. The typical regional merchants are in
northern area, GaesungsangIn(songsang) and EyjusangIn(mansang), in central area
KyungkangsangIn(Kyungsang) and in southern area ByungyoungsangIn(Byungsang). In
this paper, GaesungsangIn and ByungyoungsangIn are investigated on their activities,
management characteristics, management thoughts and principles. After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activities of GaesungsangIn, we can classify the
management principles of GaesungsangIn as diligence and frugality, human
harmony and collaboration, challenge and conviction, digging of one well/ frontier
sprit, trust and fidelity and social service. After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activities of ByungyoungsangIn, we can summarise them as challenge spirit,
insight, trust management, effectiveness and frugality and social service. On this
modern management conditions, this paper reviewed and suggested the applicable
possibilities and their limits of these principles of two merchants. With this analysis
and review this paper expects that the new traditional theories of Korean
management and perspectives are proposed. New further researches are expected
with more practical data and more widened historical materials.
<Key Words> traditional merchant, gaesung sangin, byungyung sangin,
management characteristics, management principle
*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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