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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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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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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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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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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조건 그룹(1): 외부환경 요인

원인조건 그룹(2): 내부여건 요인

• 사회적 안정성
• 상공업에 대한 수용도
• 家系 제도의 확장성

•
•
•
•

창업업종의 일관성
혈연승계의 정도
안정성 중시전략
내부자원 우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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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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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업종

창업 연도

업력(年)

비고

01

두산그룹

종합

1896

123

주류, 중공업, 전자, 건설, 로봇 등

02

동화약품

제약

1897

122

03

신한은행

금융

1897

122

04

우리은행

금융

1899

120

05

몽고식품

식품

1905

114

06

광장주식회사

유통

1905

114

광장시장의 운영 주체

* 출처：각사 홈페이지 등(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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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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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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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업종

01

콘고구미(金剛組)

목조건축

578

1441 사원의 목조 건축 및 보수

02

이케노보 카도카이
(池の坊華道会)

華道교육

587

1432

꽃꽂이 관련(華道)
교육사업

03

케이운칸(慶雲舘)

온천여관

705

1314

세계 最高
온천여관(기네스북)

04

코만(古まん)

온천여관

717

1302

05

호우시(法師)

온천여관

718

1301

06

덴라이코우보(伝来工房)

주물제작

806

1213

07

타나카이가 부츠구텐
(田中伊雅仏具店)

佛具제작

885

1134

우메키혼다테 바사미세이사쿠죠
도검제작
(梅木本種子鋏製作所)

905

1114

08

창업연도 업력(年)

09

오쿠라세이분죠(大蔵製盆所)

목공

935

1084

10

다이마루아스나루소
(大丸あすなる莊)

온천여관

969

1050

11

나카무라샤지(中村社寺)

목조건축

970

1049

12

이치몬지야와스케
(一文字屋和輔)

제과

1000

1019

13

오오미야료칸(おおみや旅館)

온천여관

1005

1014

비고

사원의 목조건축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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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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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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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환경 요인

내부여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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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원
중시전략

존속
기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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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1)

현재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다.

0.95±n

일시적 또는 일부 업종 변경이 있다.

0.75±n

다수의 업종 변경이 있다.

0.35±n

업종 변경이 심하다.

0.15±n

100% 혈연에 의한 승계이다.

0.95±n

의학적 순수혈연

일부 의제 혈연의 승계도 허용한다.

0.75±n

양자, 서양자 포함

일부 비혈연(전문경영인 포함) 승계가 있다.

0.35±n

전문경영인 포함

대다수 비혈연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0.15±n

전문경영인 포함

100% 안정성을 중시한다.

0.95±n

안정성>성장성을 중시한다.

0.75±n

성장성>안정성을 중시한다.

0.35±n

100% 성장성을 중시한다

0.15±n

100% 내부자원(인재와 기술)을 우선시한다.

0.95±n

내부자원>외부자원을 우선시한다.

0.75±n

외부자원>내부자원을 우선시한다.

0.35±n

100% 외부자원(신용과 고객)을 우선시한다.

0.15±n

분류

창업업종의
일관성

혈연승계의
정도

사업의
안정성
중시전략

내부자원
우선전략

비고

* 주1) 단, n<1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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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 Conditions

Internal Conditions

SOSTAB SOACPT FAMSCAL BIZCONTI BLDSUCC BIZSTAB

INTRES

SURVAGE

KON

0.95

0.70

0.90

0.90

0.85

0.80

0.95

1,442

IKE

0.95

0.70

0.90

0.75

0.95

0.75

0.80

1,433

KEI

0.95

0.70

0.90

0.95

0.85

0.90

0.20

1,315

KOM

0.95

0.70

0.90

0.95

0.95

0.90

0.20

1,303

HOU

0.95

0.70

0.90

0.95

0.95

0.90

0.25

1,302

DEN

0.95

0.70

0.90

0.65

0.85

0.75

0.80

1,214

TAN

0.95

0.70

0.90

0.95

0.95

0.85

0.90

1,135

UME

0.95

0.70

0.90

0.95

0.95

0.90

0.90

1,115

OKU

0.95

0.70

0.90

0.95

0.95

0.90

0.90

1,085

DAI

0.95

0.70

0.90

0.95

0.95

0.90

0.20

1,051

NAK

0.95

0.70

0.90

0.85

0.75

0.70

0.95

1,050

ICH

0.95

0.70

0.90

0.98

0.98

0.95

0.15

1,020

OOM

0.95

0.70

0.90

0.95

0.95

0.90

0.20

1,015

DOO

0.05

0.30

0.30

0.98

0.95

0.25

0.40

124

DON

0.05

0.30

0.30

0.98

0.10

0.30

0.85

123

SHI

0.05

0.30

0.30

0.98

0.98

0.35

0.10

123

WOO

0.05

0.30

0.30

0.98

0.98

0.35

0.10

121

MON

0.05

0.30

0.30

0.75

0.75

0.35

0.70

115

KWA

0.05

0.30

0.30

0.98

0.98

0.70

0.2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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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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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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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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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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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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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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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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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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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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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 Condition

Internal Condition

SURVAGE

~SURVAGE

P1

A1

A2

A3

SOSTAB

high

low

low

low

SOACP

high

low

low

low

FAMSCAL

high

low

low

low

BIZCONTI

high

high

high

BLDSUCC

high

high

BIZSTAB

high

low

INTRES

low

high
low
low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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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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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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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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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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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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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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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Longevity Factors of Korean
and Japanese Longevity Companies Based on Q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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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 has the largest number of longevity companies founded over 100
years ago in the world. Based on the research environment of Japan, which
has many longevity companies, many Japanese scholars have conducted various
case studies on longevity factors. Many researchers outside of Japan have also
conducted research on longevity companies.
However, as a representative limitation of most case studies, it is that they
are simply listing long-lived factors in longevity companies. In other words,
they only explain the one-to-one relationship between longevity factors and
longevity companie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analyzes which
combination of longevity factors affects longevity companies and what differences
are between Korean longevity companies and Japanese longevity companies
in the combination of longevity factors.
In order to carry out these research objectives for longevity companies in
Korea and Japan, we adopted a method called QC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at combines a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represented by empirical
research and a qualitative analysis method represented by exploratory case studies.
As a result of analyzing by this metho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three
combinations of longevity factors in Korean longevity companies, but only
one combination of longevity factors in Japanese longevity companies.
In more detail, Japanese longevity companies had high social stability,
social acceptability for commerce & industry and scalability of family line
system belonging to external environmental longevity factors, and high continuity
of business type, level of succession by blood ties including fictitious blood
ties and stability-oriented strategy belonging to internal longevity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ree combinations of longevity facto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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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ongevity companies, and there are three common longevity factors in
these three combinations: social stability, social acceptance of commerce &
industry, and scalability of family line system. But the degree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Japanese longevity companies.
This study is a case study by introducing a QCA method that is difficult to
find in the field of domestic business administration. In this respect,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provide many researchers with a motivation
to challenge new research methods.
<Key Words> Longevity Company, Longevity Factors, Case Study,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Combination of Caus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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