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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경영사학회 회원님들께,

심덕섭(전남대)

안녕하십니까? 학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 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의 표정도 캠퍼스를
아름답게 물들인 봄 꽃 만큼이나 밝고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9년 한국경영사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
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며 봄이 가져다 주는 희망, 활기, 도전
의 메시지들을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경영사학회는 기업
사, 기업가사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경영상의 중요 논제와 역
사적 발전 경향을 규명해 왔습니다. 춘계학술대회는 5월 17일(금) 목포해
양대학교(목포)에서 학술논문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기조강연과 함께 대한민국 해운산업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세션과 중국의 장수기업 사례를 다루는 세션이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비
약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장수기업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은 중국 및 중국기
업에 대한 귀한 경험을 공유하고 한중간의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회원님들
의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
니다. 춘계학술대회의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경영사연구 논문투고 시 우선적으로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일(토)에는 회원님들께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목포근
대문화유산 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영학의 형성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던
기업 및 기업가를 조명하는 본 춘계학술대회가 한국적 경영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
다. 나날이 도약해 가는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춘계 학술대회에도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
여해 주시고 발표 및 토론으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춘계학술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월 가정의 달을 맞
이하여 회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사)한국경영사학회 학술위원장 심덕섭 올림

2019년 임원명단
고문
(역대회장)
고문
(위촉직)

자문위원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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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하(계명대/ 1,2대), 황명수(단국대/ 3대), 김광수(숭실대/ 4대), 김성수(경희대/ 5대), 고승희(단국대/ 6대),
이건희(이화여대/ 7대), 이승욱(단국대/ 8대), 김영래(충북대/ 9대), 이문선(한양대/ 10대), 이광주(단국대/ 11대),
김신(경희대/ 12대), 남명수(인하대/ 13대), 박영렬(연세대/ 14대), 차동옥(성균관대/ 15대), 심원술(한양대/ 16대)
이현재(前국무총리), 손병두(호암재단), 최종태(서울대), 최상준(남화토건), 정운찬(前국무총리)
구본열(충북대),
김성기(충북대),
문원석(제주대),
설봉식(중앙대),
이정도(경북대),
최석신(전남대),

국승규(원광대), 김광윤(아주대), 김병순(단국대), 김상규(가천대), 김상조(상명대),
김성순(단국대), 김영재(동국대), 김용겸(가천대), 김청열(동명대), 노부호(서강대),
민승기(성균관대), 박춘엽(동국대), 반성식(경남과기대), 서도원(충북대), 서종규(동덕여대),
오성동(조선대), 유성기(총신대), 이광로(건국대), 이남구(건국대), 이승영(동국대), 이원우(숭실대),
이한구(수원대), 정경수(전남대), 정기성(강릉원주대), 조봉진(계명대), 최단옥(인천대),
최성용(서울여대), 표정호(순천향대), 한한수(경희대), 홍부길(이화여대), 황호영(전북대)

회장

박성수(광주전남연구원 / 17, 18대)

감사

정

웅(경찰대),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

부회장
(39명)

김동운(동의대), 김성훈(한남대), 김주권(건국대), 김태명(세명대), 문병준(경희대), 문휘창(서울대),
류한호(삼성경제연구소), 문형남(숙명여대), 박경희(이화여대), 박상임(수원대), 박상훈(스톤브랜드 커뮤니케이션즈),
박용석(연세대), 박원우(서울대), 백승현(한양대), 송경용(동신대), 송재훈(우석대), 서문석(단국대), 심덕섭(전남대),
안종태(강원대), 이경구(동의대), 이경근(순천대), 이상명(한양대), 이의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장희(충북대),
이재춘(강동대), 이헌상(전북대), 이형오(숙명여대), 임달호(충북대), 임상혁(단국대), 임외석(가천대),
전상길(한양대), 정권(KDI국제정책대학원), 정안기(고려대), 조대우(충남대), 최순규(연세대), 최종인(한밭대),
박근호(시즈오카대), 박철수(구마모토대), 야나기마치 이사오(게이오대)

상 임
이 사
(67명)

감형규(청운대),
김병기(충북대),
김진욱(건국대),
박경민(연세대),
방호진(제주대),
신승국(용인대),
윤동열(울산대),
이영호(배재대),
이호선(단국대),
주희춘(송원대),
최정표(건국대),
홍권표(울산대),

이사
(40명)

강대석(인하대), 강민구(부산과학기술대), 강성갑(광주대), 강영순(제주대), 곽주영(연세대), 구기동(신구대),
김경환(성균관대), 김병준(강남대), 김상진(신성대), 김승범(중앙대), 김현정(인하대), 김홍유(경희대),
박순식(대구가톨릭대), 박운용(인하대), 배석만(고려대), 손정민(인제대), 송치승(원광대), 신범철(경기대),
신용재(한경대), 우정욱(한국교통대), 윤관호(배화여대), 이덕로(서원대), 이명휘(이화여대), 이상철(성공회대),
이헌대(경기대), 이희정(전남대), 장군(재한중국산학교류협회), 전인(영남대), 정기만(한국교통대), 정윤세(단국대),
조성제(한성대), 조현우(순천대), 주현태(인천대), 천만봉(경희대), 최명철(가천대), 최성진(한양대),
태석준(서원대), 한성수(경동대), 함선미(경희대), 홍진환(수원대)

곽원준(숭실대), 김경석(경북대), 김경찬(포스코 경영연구소), 김만호(광주전남연구원),
김상균(성균관대), 김상헌(단국대), 김연성(인하대), 김용재(동남보건대), 김재구(명지대),
김학수(충북대), 노경호(대림대), 노혜경(호서대), 노희진(코스콤), 문성주(경상대),
박광태(고려대), 박남규(서울대), 박상범(항공대), 박성용(웅지세무대), 박정민(울산대),
선재원(평택대), 설현도(단국대), 송동섭(단국대), 송영욱(충북대), 신장철(숭실대),
신용준(신경대), 신현한(연세대), 심상천(가천대), 여인만(강릉대), 오병석(협성대),
이강표(서강대), 이경묵(서울대), 이기동(계명대), 이병희(한양대), 이상호(숭실대),
이웅희(한양대), 이재은(순천대), 이종구(경희대), 이종호(공주대), 이해영(강남대),
임용한(KJ&M인문경영연구원), 임채성(서울대), 장제욱(건양대), 전정수(서경대), 정우석(한양여대),
진용삼(한양대), 채준호(전북대), 최상오(서울대), 최선(한양사이버대), 최우재(청주대),
최종윤(강원대), 하성욱(한성대), 한승현(조지아대), 허남일(강남대), 허영호(전남대),
황신모(청주대)

대외협력위원장

안종태(강원대)

산학협력위원장

심원술(한양대)

수상심사위원장

박영렬(연세대)

학술연구위원장

심덕섭(전남대)

홍보위원장

이광로(건국대)

학회발전위원장

차동옥(성균관대)

기업사연구위원장

유성기(총신대)

편집위원장

서문석(단국대)

윤리위원장

이문선(한양대)

국제교류위원장

이경구(동의대)

기금관리위원장

김성수(경희대)

법인운영위원장

오성동(조선대)

사무국

사무국장 : 김만호(광주전남연구원)

사무간사 : 강인희(광주전남연구원)

학술간사 : 김형진(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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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계획
월별

일시

사업내용

장소

뉴스레터

1월

25(금)

신년 하례 이사회

삼성경제연구소

1호

22(금)

제1차 장수기업연구 workshop

삼성경제연구소

2월

28(목)

《경영사연구》 34집 1호 발간

2호

3월

22(금)

제1차 기업사연구회

삼성경제연구소

3호

4월

26(금)

제2차 기업사연구회

삼성경제연구소

4호

17(금)~18(토)

춘계학술대회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4(금)

제3차 기업사연구회

삼성경제연구소

5월

31(금)
6월
7월

8월

《경영사연구》 34집 2호 발간

28(금)

제4차 기업사연구회

삼성경제연구소

8~13일(토)

해외학술탐사: 중국 장수기업연구

귀주성 일원

26(금)

제2차 장수기업연구 workshop

삼성경제연구소

19~21일(수)

제21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강원도 정선 하이원

23(금)

제5차 기업사연구회

31(토)

5호

6호
7호

8호

《경영사연구》 34집 3호 발간

9월

27(금)

제6차 기업사연구회

삼성경제연구소

9호

10월

25(금)

제7차 기업사연구회

삼성경제연구소

10호

22(금)

제8차 기업사연구회

삼성경제연구소

29(금)

추계학술대회 및 이사회/정기총회

코엑스

11호

삼성경제연구소

12호

11월

30일(토)
12월

27(금)

《경영사연구》 34집 4호 발간
제9차 기업사연구회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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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1. 제2차 기업사연구회 모임 성료
2019년 제2차 기업사연구회 모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발표해주신 건국
대 이광로 교수님,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ㆍ일

시 : 4월 26일(금) 16:00~17:30

ㆍ장

소 : 삼성경제연구소(삼성생명 서초타워 510호)

ㆍ제

목 : 우리나라 대학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향후 과제

ㆍ 발표자 : 이광로(건국대)

◈ 2019년도 전반기 기업사연구회 활동계획
- 3월 22일(금) 김광윤(아주대)

- 4월 26일(금) 이광로(건국대)

- 5월 24일(금) 장

- 6월 28일(금) 김 욱(건국대)

군(CSK협회장)

- 7월 8~13일(토) 중국 장수기업 탐방 및 해외 학술대회
- 7월 26일(금) 해외 학술대회 평가 workshop
- 8월 19~21일(수) 통합학술대회(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 예정)
◈ 후반기 발표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발표주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위 원 장 : 유성기(yusongki@hanmail.net, 010-5288-6603)
ㆍ부위원장 : 임용한(yhkmyy@hanmail.net, 010-5411-4043)
ㆍ간

사 : 김주영(36wndud@naver.com, 010-204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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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춘계학술대회 안내
우리 한국경영사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춘계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리 일정 조정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ㆍ일

시 : 2019년 5월 17일(금)~18일(토)

ㆍ장

소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공학관

ㆍ주

제 : 글로벌기업 장수경영

ㆍ주

관 : 한국경영사학회⋅(사)연안해운발전연구원

ㆍ후

원 : 목포시,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주)보해
시간

내

12:30~13:30

용

점심식사

13:30~14:00

비고
목포해양대학교 학생회관 구내식당
접수 및 안내

ㆍ개회사 : 한국경영사학회장
14:00~14:20

개회식

ㆍ환영사 : 목포시장
ㆍ축

14:20~15:00 기조강연
첫째날
17일(금)

18일(토)

왜 장보고인가?(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15:00~15:30

경영자대상 시상식 : 새천년종합건설(주) 정인채 회장

15:30~15:40

휴식

15:40~17:40

둘째날

사 :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주제
발표

세션 1

장내 정리 및 휴식
세션 2

세션 2

(자유주제) (대한민국 해운산업사) (중국의 장수기업 연구)

17:40~18:00

만찬장소로 이동

18:00~20:00

저녁 만찬
숙소

목포 신안비치호텔

08:00~09:00

아침 식사

호텔 조식뷔페

09:00~12:00

목포 답사

목포근대문화유산 답사

12:30~13:30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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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 학술대회 발표내용
[세션 1] 자유주제
1. 김진희⋅최명철, “화웨이의 발전과정 연구”
2. 유성기, “한국의 해외건설 산업 개척사와 현황 및 과제”
3. 송재훈⋅孫雯雯(Sun, Wenwen), “한중 양국의 기업문화에서 유교문화의 역할과 영향에 관한 연구”

[세션 2] 대한민국 해운산업사(국립목포대학교 해상운송학부)
1. 김명재⋅백인흠, “한국해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관한 고찰”
2. 노창균⋅장운재⋅신해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제 발전사에 관한 연구”
3. 백인흠⋅김명재, “우리나라 항만산업 변천사에 관한 고찰”
4. 최정석⋅노창균⋅장운재, “한국 해운불황 10년에 대한 고찰”

[세션 3] 중국의 장수기업 연구(우석대학교 경영학과)
1. 雷石磊(Lei, Shilei), “중국장수기업의 기업문화연구: 귀주모태주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中國長壽公
司的企業文化硏究: 以貴州茅台酒廠有限責任公司爲例]”

2. 賈

哲(Jiazhe), “중국장수기업에 관한 연구: 노붕상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中國的長壽企業硏究: 以

老鳳祥公司爲例]”

3. 王藝璇(Wang, Yixuan), “한중합자기업의 기업문화차이와 이문화 관리에 관한 연구: 북경 현대자동
차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中韓合資企業文化差異與跨文化管理硏究: 以北京現代汽車有限公司爲案例]”
4. 陳 爽(ChenShung), “중국의 장수기업에 관한 연구: 동인당공사 사례를 중심으로[中國百年企業硏究:
以同仁堂公司爲案例]”

5. 柳 易(Liu Yi)⋅송재훈, “중국장수기업에 관한 연구: 북경전취덕공사 사례를 중심으로[中國的長壽企
業硏究: 以全聚德爲案例]”

• 서울에 거주하시는 회원님들 중 학술대회 일정 전체(1박 2일)를 함께하실 분을
위해, 서울에서 목포까지 왕복 전세 버스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신
안비치호텔(2인 1실)로 준비했는데, 예약 최종 확인 때문에 신청 마감 이후로
는 추가신청이 불가하니 기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이름(소속),
핸드폰번호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및 숙박은 유성기 위원장님(010-5288-6603)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 차량 탑승 및 숙박 신청 : 5월 6일(월)까지 선착순 접수.
• 전세버스 : 5월 17일(금) 08:00 정각 출발(교대역 13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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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월 중국 장수기업탐방(귀주성 일대) 안내
중국, 귀주 모태국주 장수기업탐방
7월 8일(월) ~ 13일(토) / 4박 6일

날짜

* 1인경비 : 1,230,000원(25명 이상)
# 객실 1인 사용 시 추가요금(220,000원)

일정

식사

15:50 인천공항 제2 터미널, 집결지 미팅
16:30 인천 공항 수속 준비
제1일
7/8

19:00 인천 출발 [약 4시간 10분 소요] 대한한공 KE0151편
22:10 귀양 도착

석:기내식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4성급 또는 동급 예정
귀양 재경대학교 방문 및 교류 행사 [10시~12시]
제2일
7/9

장수기업 세미나 [14시 30~17시 30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한 식
석:만 찬

HOTEL: 4성급 또는 동급 예정
모태진 이동 [약 3시간 소요]
제3일
7/10

마오타이 생산 공장, 모태 국주문화성, 기념문 관람, 모태진 풍경 관람,
모태진 거리에 있는 국주송, 미주하 관람
호텔 투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로카일 묘족
특식

HOTEL: 4성급 또는 동급 예정
개리 이동 [약 4시간 30분 소요]
개리소수민족박물관 관광
제4일

서강이동 [약 1시간 소요]

7/11

묘족의 제일 큰 마을, 천호묘채
서강객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장탁연

HOTEL: 4성급 또는 동급 예정
귀양으로 귀환 [약 4시간 30분 소요]
제5일

명대의 누각 갑수루(甲秀樓, 지아시우로우), 다채귀주성 관광

7/12

공항으로 이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귀주딤섬

23:55 귀양 공항 출발 [약 3시간 45분 소요] 대한항공 KE0152편
제6일
7/13

04:40 인천 공항 도착

* 5월 17~18일 춘계학술대회 이후 접수 관련 공지메일 별도로 발송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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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비ㆍ임원 기여금 안내 및 납부 현황
1. 회비 : 신규 회원 가입을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 이메일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kabh_kabh@naver.com)
2. 임원기여금 : 학회 발전을 위해 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입금시 “OOO가입비”, “OOO연회비”, “OOO평생회비”, “OOO기여금”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원

가입비(20,000원), 연회비(30,000원)

평생회원

300,000원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감사/ 상임이사

이사

5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601-291345」,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

납부자 명단 (2019년 4월 29일자 기준)

구

분

이

총 납부액 : 4,290,000원

름

구본열(충북대), 김지윤(경민대), 배태준(한양대), 송경용(동신
일반 회원

대), 엄하람(서울대), 이종찬(동덕여대), 황성수(신경대), 황중돈

(제주연구원)
구본열, 김광윤, 김만호, 김성순, 김연성, 김용겸, 김용재, 김청열, 김학수,
임원 기여금

김현정, 노혜경, 박성수, 송경용, 심덕섭, 오성동, 유성기, 이광로, 이상호,
이재춘, 이희정, 임상혁, 임용한, 전상길, 정경수, 정우석, 최석신, 최성용,
최종윤, 허영호, 홍부길, 황호영

# 2019년 한국경영사학회 뉴스레터 4호는 주식회사 전통(全
通) 김만웅 대표이사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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