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가업(家業)’과 지역사회 공헌 

- 사이타마 (埼玉) 현 가와고에 (川越) 시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야마자키 노리코



일본의 ‘가업(家業)’과 지역사회 공헌 

- 사이타마 (埼玉) 현 가와고에 (川越) 시를 중심으로 – 

 

지도 류 석 춘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 년 1 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야마자키 노리코 



야마자키 노리코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년 1 월  일 



i 

 

차  례 

 

표 차례 ...................................................................................................... iii 

그림 차례 ................................................................................................... iii 

국문요약 ..................................................................................................... iv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 1 

제 2 절 선행연구와 분석틀............................................................................ 3 

제 3 절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 5 

제 4 절 논문의 구성 ...................................................................................... 6 

 

제 2 장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이론적 배경 .............................................. 7 

 

제 3 장 일본 가업의 특징 .......................................................................... 17 

제 1 절 ‘이에’ 제도의 기능 ......................................................................... 17 

3.1.1. 경영체로서의 ‘이에’ 제도 ............................................................. 17 

3.1.2. 중소 상가의 ‘이에’ 제도 ............................................................... 18 

제 2 절 일본의 상인 정신 ........................................................................... 21 

3.2.1. 에도시대 상인의 위치 .................................................................. 21 

3.2.2. 석문심학 (石門心学)의 가르침과 상인도 (商人道)의 확립 ........... 22 

제 3 절 상가 (商家)와 지역사회의 관계성 .................................................. 25 

 

제 4 장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가업 ....................................................... 27 

제 1 절 고도경제성장기의 도래와 가업 ....................................................... 27 

제 2 절 지역사회의 위기와 가업 ................................................................. 30 

4.2.1. 중심 시가지의 쇠퇴 ...................................................................... 30 

4.2.2. 후계자 문제의 어려움 .................................................................. 31 



ii 

 

4.2.3. 버블경제 붕괴 후의 경영난 문제 ................................................. 32 

제 3 절 가업의 지역사회 공헌 .................................................................... 33 

 

제 5 장 가업과 지역공헌의 사례연구: 사이타마 현 가와고에 시의 사례 ...... 36 

제 1 절 사례지역의 특징 ............................................................................. 36 

5.1.1. 사이타마（埼玉）현 ...................................................................... 36 

5.1.2. 가와고에 (川越) 시 ....................................................................... 38 

제 2 절 기업의 지역활성화 활동 ................................................................. 39 

5.2.1.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 활동 .......................................................... 39 

5.2.2. 축제의 진흥 활동 ......................................................................... 43 

제 3 절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 45 

제 4 절 ‘신용’과 지역사회공헌 .................................................................... 49 

 

제 6 장 결론 ....................................................................................... 53 

 

참고문헌 ............................................................................................. 56 

부록 A. 연구대상 가업 ......................................................................... 61 

부록 B. 질문 내용 ............................................................................... 62 

ABSTRACT ........................................................................................ 63 

日本語要約 .......................................................................................... 65 

 

 

 

 

 

 

 

 

 



iii 

 

표 차례 

 

<표 1> 세계 주요 국가의 가족 기업 비율 ...................................................... 2 

<표 2>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 13 

<표 3> 시니세 기업의 소재지 구성비 ........................................................... 27 

<표 4> 산업구조의 변화 (%) ........................................................................ 29 

<표 5> 취업구조의 변화 (%) ........................................................................ 29 

<표 6> 업종상의 지위별 취업인구 및 비율 (1995~2000) ........................... 32 

<표 7> 창업 100 년이상 기업의 도산 연차 추이 .......................................... 33 

<표 8> 창업시기별 지역공헌활동 .................................................................. 35 

<표 9> 나가마치 축제 기부금 제공자 비율 (2010 년) ................................. 45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4 

[그림 2] 사이타마 현 지도 ........................................................................... 36 

 

 

 

 

 

 

 

 

 

 

 

 

  

file:///E:/thesis_noriko_12.24.docx%23_Toc282099127


iv 

 

국문요약 

 

일본의 ‘가업(家業)’과 지역사회 공헌 

- 사이타마 (埼玉) 현 가와고에 (川越) 시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일본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사회공헌의 근원이 일본의 가업 

(家業)에 기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공헌이 오늘날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사이타마 (埼玉) 현 가와고에 (川越) 시의 사례를 경험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Eells & Walton (1961) 등은 사회공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영리 추구 이상의 역할을 기업에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의 고양은 ‘기업시민정신’을 정착시키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기업의 이해당사자의 하나로 

여기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에서도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 가족 기업들은 

이러한 최근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공헌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는 일본 가업이 경영체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이에(家)’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石門心学’ (석문심학)이라는 상인 도덕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이윤추구뿐만이 아니라 신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기업 활동의 근본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이란 가업이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좋은 평판을 가지는 일을 

의미한다. 일본 경제의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업 

역시 다른 기업들과 같이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은 여전히 가업의 

핵심적 역할을 중요한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창업 

100 년을 넘긴 ‘시니세(노포: 老舗)’라 불리는 전통 가업들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사이타마 현 가와고에 시에 소재하는 가업 다섯 곳의 지역공헌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업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요직을 맡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중심 시가지의 경관 

정비나 지역 축제를 통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등과 같은 방식이다. 이는 

또한 가업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신용을 구축해 놓은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일본 기업에 지역공헌의 전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최근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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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역 

단위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본식 전통 즉 일본식 가족 

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재고찰하고 함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되는 말: 지역공헌, 일본 ‘가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 

지역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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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일반적으로 볼 때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이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기를 맞은 일본의 기업들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기본적 목표 외에 새로운 가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공동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일본 사회가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기업 윤리나 책임과 같은 미덕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현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일본 각지에 분포해 있는 지역 기반 기업들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1  

한편, 이와 같은 사회공헌에 대한 일본 기업의 인식 변화는 원래부터 

일본 기업 내에 제도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2 London(1992)은 “日本企業のフィ

ランソロピー (philanthropy)”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부유해진 일본 사회에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국제적 관심도 높아졌다. 그에 따라 

서구 사회와의 접촉도 많아져 일본 기업의 사회공헌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종교와 관련 

되지 않았을 때 자발적으로 기부할 의무와 능력을 인정하거나 

실천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3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회공헌은 한발 앞서 근대화에 성공한 서양의 

생각, 방식, 기술, 혹은 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사회의 역사나 

인식을 반영하여 정확한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즉, London 의 

                                                 
1 일례로 토요타는 ‘음악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 년부터 

토요타 커뮤니티 콘서트를 지역 각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2 島田晴雄、1991．「企業社会的役割」大蔵省財政金融研究所『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第 21

号 p.3 
3
 ナンシー・ロンドン、1992．『日本企業のフィランソロピー－アメリカ人が見た日本の社会貢献』

東京、TBS ブリタニカ 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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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개념에서는 그 존재 방식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일본 기업의 

고유한 특성이 관련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 기업의 사회공헌 전통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일본 

지역사회에 창업 100 년을 넘긴 많은 가족 기업(이하 가업) 즉, 

‘시니세(老舗)’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조직 중에서도 그 역사가 100 년이 넘는 기업들이 타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있는 것이 일본 가족 기업의 특징이다. 세계 각국의 가족 기업 비율만 

보면 일본은 95%로, 96%의 미국, 93%의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 100 년이 넘는 가족 기업의 수로 한정하면 미국 약 800 사, 유럽 

약 6000 사인 것에 비하여 일본은 약 3 만사로 미국의 약 38 배, 유럽의 약 

5 배에 달한다.  

출처) 倉科敏材, 2008. 『オーナー企業の経営』東京. 中央経済社，p.15. 

 

또한 일본의 가업은 여관, 요리점, 주조, 화과자, 직물 의복, 가구 집기, 

음식료품과 같은 의식주 부문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 산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은 가업을 후대에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지역 축제 조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일 등, 오랜 세월 경영해 온 가업에는 

사회공헌이라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기능하고 있다.  

96% 95% 93%

75%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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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주요 국가의 가족 기업 비율 <표 1> 세계 주요 국가의 가족 기업 비율 1 <표 2>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1 <표 1> 세계 주요 국가의 가족 기업 비율 <표 1> 세계 주요 국가의 가족 기업 비율 <표 1> 세계 주요 국가의 가족 기업 비율 

 

<표 1> 세계 주요 국가의 가족 기업 비율 <표 1> 세계 주요 국가의 가족 기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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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사회공헌의 근원이 일본의 가업4에 

기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사회공헌이 오늘날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일본 

가업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어, 전후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가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두되어 온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가업의 새로운 역할, 즉, 

지역활성화의 노력을 사아타마 (埼玉) 현 가와고에 (川越) 시에 소재하는 

가업을 사례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와 분석틀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본 연구는 특유한 사회공헌의 원류가 일본 기업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로 青木 (2004) 5, 中村 (2003)6 , 三浦 (2004)7를 

들 수 있다.  

   青木 (2004), 中村 (2003)의 연구는 일본 기업에 고유한 사회공헌의 

원류가 존재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 그 접근 방법이 다르다. 青木 

(2004)는 에도 시대의 상인이 가진 상인도 (商人道) 라는 경제 덕목에 

사회공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생각에서 현재 일본 기업의 사회공헌의 원점을 

살피고 있다. 이와 달리 中村 (2003)는 일본인이 천년 이상 영향을 받아 온 

불교, 신도, 또는 유교 사상에 주목하여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회공헌의 

근원을 살피고 있다. 마지막으로 三浦 (2004)는 야마구치현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훈과 사회공헌의 관련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훈의 원형이 가업의 가훈이라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사훈이 있는 

현대 일본 기업이 결속력이 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훈을 일본 기업 특유의 사회공헌의 원류라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훈이 있는 기업들의 창업 연도가 모두 다르고 그 중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뒤에야 사훈을 새로 구성한 기업도 있기 

                                                 
4
 본 연구에서 가업(가족 기업)은 해당 지역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한 경영체를 가리킨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중소상가(中小商家)가 본 연구의 가업에서 대상이 되는 가업이다.     
5
 青木利元、2004．『日本型「企業の社会貢献」』東京、東峰書房 

6
 中村久人、2003．「日本国内企業の社会貢献－もう一つの企業フィランスロピー」関西大学『経

済論集』第 58 号 
7
 三浦典子、2004．『企業の社会貢献とコミュニティ』東京、ミネルヴァ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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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 기업에 사회공헌의 전통이 있다’는 위 青木 (2004), 中村 

(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공헌의 뿌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그 분석 

대상으로 일본의 ‘가업’에 초점을 맞추어 가업의 주요 기능 중에 사회공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최근 세계 여러 기업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가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기업들은 

이윤추구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왔다. 

또한 도시화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역 단위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가업의 지역공헌은 지역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본식 전통, 즉 일본식 가업 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재고찰하고 함의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역활성화 

・관광객의 증가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 

・상공업의 진흥 ・축제의 진흥 등 

이익 ①경제적인 이익 

②가업의 이익 (번영, 영속) 

 
 
 

지역사회 

 

경영자 

가업 

지역공헌 

가업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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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업이란 가족에 의해서 경영되는 중소기업 8 을 

가리킨다. 일본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이들 가업은 전국 도처에서 

지역경제나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고 문헌연구를 통해 실증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보완하였다. 

우선 문헌 조사를 통하여 일본 가업의 특징 (혈연 및 지연의 역할) 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가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가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이타마 (埼玉) 현 

가와고에 (川越) 시를 사례로 가업 상황 및 지역 활성화에의 대응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사이타마 현 가와고에 시를 선정한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사이타마 현은 창업 100 년을 넘기는 이른바 ‘시니세 (老舗)’ 기업의 

폐업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낮다. 상공 리서치 (商工リサーチ) 에 

의하면 2005 년 기준으로 사이타마 현의 창업 30 년 이상 기업의 도산률은 

지역은 교토 (京都), 오키나와 (沖縄), 돗토리 (鳥取) 에 이어 네번째로 낮다.  

둘째, 사이타마 현 남서부에 위치하는 가와고에 시는 에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도시로, 시내에 창업 100 년이 넘는 수많은 가업이 소재하고 

있다. 시가 보유한 문화재의 수는 관동지방에서 카마쿠라 (鎌倉) 시, 닛코 

(日光) 시에 이어 세번째로 많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이며, 일본의 

다른 도시에 비하여 전쟁이나 지진의 재해가 비교적 적어, 역사적인 거리 

풍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가와고에 시는 사이타마 현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 하나로서 연간 600 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유동인구가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도 크게 주목할 만하다.9  

셋째 가와고에 시는 연구자가 오랜 기간 거주한 지역으로 내부인이라는 

                                                 
8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정의는 이하와 같다.  

업종 종업원 자본금 

제조업, 건설업 등 300 명이하 3 억엔이하 

도매업 100 명이하 1 억엔이하 

소매업 50 명이하 5000 만원이하 

서비스업 100 명이하 5000 만원이하 

 
9  가와고에시는 인구 33 만명의 중소도시이며,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각 부문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 1 차 산업(농업)이 2.1%, 제 2 차 

산업(건축·제조업)이 26.5%, 제 3 차 산업(도매·소매·서비스업)이 67.5%이며, 제 3 차 산업인 

상업은 연간 대략 7,858 억엔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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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갖고 지역 내 다수의 가업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인터뷰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청 및 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지역공헌을 하고 있는 가업들을 소개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연구자가 지역 주민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가와고에 시에 위치한 시니세 가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가업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기관 및 그 요직과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업의 

많은 경영자들은 중소기업 지도 단체인 상공회의소, 상공회, 혹은 법인회 

등에서 회장과 같은 요직을 맡아 지역경제 진흥의 기수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가업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배경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가와고에 시에 소재 기업 중 창업 100 년이 넘는 

가업 5 곳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A, B 참조>.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문에서는 서론에서 살펴본 문제 제기와 제 2 장의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일본 기업의 사회공헌의 원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제 3 장에서는 일본의 

이에 제도, 에도 시대의 상인 도덕을 중심으로 가업의 특징을 고찰한다. 

일본어에서 이에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본 논고에서는 

가족이라는 의미보다 가업을 형성하는 경영체로서의 이에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가업의 존재 가치는 ‘石門心学’ (석문심학)이라는 상인 도덕에 의해서 

정당화 되었는데 이것에 따르면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신용을 얻으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가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제 4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분석한 가업의 특징을 기초로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가업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가업은 ①중심 시가지의 쇠퇴, ②후계자 

문제의 어려움, ③버블 경제 붕괴 후의 경영난의 세 가지 문제로 인해 존속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가업의 공헌이 이들의 영속을 

가능하게 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제 3 장, 제 4 장에서 분석한 내용에 대한 

사례로 사이타마 현 가와고에 시의 가업 5 곳을 대상으로 가업의 

지역공헌활동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일본 기업의 사회공헌의 

원점이 가업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가업들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점점 더 지역활성화의 책임이 높아지는 현대 

사회의 가업의 역할을 정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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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이론적 배경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정의하기에 앞서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공헌이란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1930 년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1960 년대 사회 환경 및 사회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구체화되었다. 특히 1953 년 Bowen 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man)’이 출간된 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10  이 책에서 Bowen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목표나 

가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해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라고 정의하였다.  

Eells & Walton (196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윤리 준수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았다. 또한 McGuire (1963; 加賀田, 2006 재인용) 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경제적⋅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대해 갖는 책임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이 

연구자마다 그 정의는 다르지만,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영리 기업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영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은 60 년대 들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비자 운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투자’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와 같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의 실행 방법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공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공헌(philanthropy)이란, 그 말 자체로 ‘박애’ ‘자선’ ‘박애주의’ 

                                                 
10 加賀田和弘、2006．「企業の社会的責任（CSR）－その歴史的展開と今日的課題－」関西学院大学

『KGPS review : Kwansei Gakuin policy studies review』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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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사업’등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발성에 근거하여 

일상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공익 사업을 말한다. 원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란 기업 목적의 달성이나 본업인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환원 행위로 여겨져 왔으며,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자선단체에 직접 

금전을 전달하는 현금기부 (cash donations), 기업의 제품, 서비스,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경영 지식 등을 전하는 현물기부 (in-kind gifts), 기업이 지원하는 

재단 (기업과는 분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선단체에 행하는 기부 등이 

있다.11 미국 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역사가 깊으며 철도 회사가 

19 세기 중순에 YMCA 를 지원한 일 등 많은 사회공헌 활동이 알려져 있다.12 

미국 정부도 자선·기부 공제를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해왔는데, 60 년대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Carroll (1979; 김성수, 2009 재인용)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사회공헌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Carroll 은 기업이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며, 이중에서도 자선적 책임은 기업의 

개별적 판단이나 선택에 맡겨져 있는 4 번째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기부 

행위와 같은 지역사회 공헌이 이에 속한다고 보았다.  

Kotler & Lee (2006) 는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에서‘포춘 500 대 기업 

(Fortune 500)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지칭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13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칭하는 

말로 기업시민정신,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개발, 사회 마케팅, 공익 

마케팅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Kotler & Lee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임의의 경영 업무와 내부 자원의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킬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梅津 (1997) 가 강제성의 강도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梅津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 자선활동의 

책임, (2) 윤리적 책임, (3) 법적 책임, (4) 경제적 책임 등으로 구분되며, 

                                                 
11 Seifert, B., Morriss, S. A. and Bartkus, B. R. , “Comparing Big Givers and Small Givers: 

Financial Correlates of Corporate Philanthropy.” Journal of Business Ethics, 45, 2003: 

p.195. 
12

 島田, 전계서 p.5. 

13 Philip, K. and Nacy, L., 2006.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 필립 코틀러의 사회책임경영” 남문희 

옮김 웅진씽크빅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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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활동의 책임은 기부, 자선사업, 지역공헌, 현금, 장학금지급, 불우이웃돕기, 

사회봉사 활동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자선활동의 책임은 정의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의무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에 

따라 기업이 그런 활동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강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공헌은 다수의 경험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회공헌에는 본래 자발성 및 자주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정의 및 범위에 있어서는 ‘책임감’ 및 ‘의무감’과 

같은 개념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사회공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기에 의해 실행되는 

것일까. 연구자는 특히 기업이 사회공헌을,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활동 

중 일부라고 인식하게 된 경우 기존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는 다른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때 특히 전략적인 동기가 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Kania & Oakley (2003; 최동근, 2007 재인용) 는 사회공헌 

활동의 동기를 크게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community obligation), 명성 및 

관계 획득 (reputation and relationship building), 전략적 (strategic) 요인에 

의한 것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전략적 요인에 의한 

사회공헌의 동기는 세 가지 중 가장 실현 가능성 및 파급력이 큰 동기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목표 달성을 꾀하려는 

목적을 갖게 된다. 또한 Porter & Kramer (2002)는 ‘전략적 사회공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 창출 과정에서 본업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발상을 기초로 한다. 이것에 따르면 사회공헌은 사회적 

편익,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의 효과,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의 세 

가지 차원 모두를 포함할 수 있어야만 ‘전략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Drucker (1989; 青木 ,2004 재인용)는 기업은 본래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전문성, 비전, 가치관에 

합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은 건전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사회적 

책임이지만, 단순한 자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이익에 결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자주성이나 자발성이라는 개념에서 책임감이나 의무감과 같은 새로운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Drucker (1989)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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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사회공헌은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전략성이나 

경제적 합리성 자체가 사회공헌의 동기임과 동시에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식의 고양은 또한 ‘기업시민정신 

(corporate citizenship)’을 정착시키게 되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익극대화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면서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시민사회적 가치 형성과 

실현이라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기업시민정신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회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OECD 에 따르면, 이는 기업과 사회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것으로 기업과 사회의 상호의존 또는 공생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시민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공헌 활동의 

시민사회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함을 의미한다.14  

기업시민정신이라는 개념은 1960 년대 서양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당시 Elles (1960: 梅澤, 재인용)와 Goyder (1963: 葉山, 재인용)는 

기업시민정신을 강하게 지지하기도 하였다. Elles 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성 또는 사회관계를 중시하는 metro corporation 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metro corporation 은 ‘한 시민으로서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며, 

경영자가 기업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lles 는 ‘the Corporation as a 

Citizen’이나 ‘Corporation Citizen’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경영자가 

기업시민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한 사회의 시민임을 강조하고 있다.15 

또한 Goyder (1963)는 기업시민정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업 또한 시민이다. 그 경제적 기능에 있어 기업은 스스로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권리가 있으나, 경제력이 보증된 경우라면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스스로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시민으로 간주되어 그 

                                                 
14

 이선미. 2005. “기업시민정신 관점에서 본 임직원 자원봉사: 삼성과 SK 사례 연구”  

한국비영리연구『한국비영리연구』제 4 권 제 1 호 p.43. 
15

 梅澤正、2000．「企業と社会：社会学からのアプローチ」京都、ミネルヴァ出版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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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이미지를 해칠지도 모른다.’ 16 

 

즉, Goyder 는 기업의 경제적 기능에 수반되는 이윤추구의 권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기업이 사회의 이익에도 공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lles 와 Goyder 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기업이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60 년대 후반 대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소비자 운동이 다발적으로 일어났고, 1981 년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후에는 

‘작은 정부’ 추구로 인해 사회 복지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대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들은 미국에서 기업이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 되었으며 

1990 년대 후반 서양에서 다시 기업시민정신이 강조되는 원인이 되었다.17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많은 기업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전략적 

사회공헌은 이윤추구라는 기업 본연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적인 기능이 상충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모순을 지닌다고 

지적되기도 한다.18 그러나 기업시민정신으로서의 사회공헌은 이미 이윤추구의 

목적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업의 존재양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민단체가 시민적 가치를 독점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기업시민정신의 대두는 기업시민을 새로운 ‘공익’의 범주와 내용을 만들어 

가는 시민사회 내 한 행위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9 

이에 대하여 조대엽 (2007)은 국가 · 시장 · 시민사회에 내재된 공공성의 

재구성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시장공공성’이라 규정하고, 

시장공공성이 시민사회의 공적 기능과 연계된 경우를 기업 시민성의 확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기업시민정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하버마스 (2007: 조대엽, 

재인용)에 따르면, 본래 자본주의 국가는 축적과 정당성의 두 가지 

핵심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본의 축적과 그로 인한 계급균형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당성의 기능이며, 그것은 곧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16

 葉山彩蘭, 2008．「企業市民モデルの構築」東京、白桃書房 p.54. 
17

 葉山, 전계서 p.46. 
18

 이선미, 전계서 p.43. 
19

 이선미, 전계서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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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의 추구로 국가의 복지적 기능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장 영역에 새로이 공적 기능이 할당된 것은 본래 

국가에 있던 정당성 기능이 시장 영역으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에 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시민정신의 

정당화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20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 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이 변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기업은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거래처, 경영자, 주주 등과 같은 많은 

이해당사자를 고려하는 넓은 의미의 이해당사자주의 21 를 바탕으로 하여 

경영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것’으로만 여겨졌던 기업이 다양한 

‘이해당시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층적인 존재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이론적 동향이 지역사회를 기업의 

이해당사자로 보는 이해당사자 모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2  이는 

기업이 고용과 세금납부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정부의 지원금 및 부지 면세혜택 등을 

받고 있으며 지역 기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직원이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점과 지역 주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며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하나로서 관심을 기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지역사회를 이해당사자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43 년의 

일이다. 그 해 존슨앤드존슨사가 자사의 경영이념 ‘우리의 신조(our 

credo)’에서 이해당사자에 대한 네 가지 책임과 함께 그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나머지 이해당사자 셋은 소비자, 회사원, 

주주였음). 23  그리고 1990 년 이후 기업시민정신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며 

기업이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사회를 이해당사자의 하나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최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 

                                                 
20

 조대엽. 2007.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제41 집 2호   

p.12. 
21

 Freeman(1984)에 의하면 이해당사자란 기업 목적의 달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 개인 내지  

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그의 이해당사자론의 핵심은, 기업의 목적은 주주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 관련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22

 주성수. 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아르케 p.73. 
23

 中村久人、2005.「グローバル化に伴うステークホルダーの変容」東洋大学『経営論集』66 号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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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24  즉 전략적 사회공헌에서 지역사회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사회투자’ (CCI: 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 모델로 그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과 지역사회 사이의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인 시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수동적이며 선별적인 

호응 방식이 기업 주도형 사업 형태로 바뀌면서 일 회성 혹은 일시적인 

사회공헌이 이니라 지속적 중장기 투자사업의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표 2>.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좋은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사회적 책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대상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기업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지역에 

뿌리내리며, 지역에 공헌하는 지역밀착 방식으로 경영을 전개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기업은 사업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및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받는다.25 

 

<표 2>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흐름  

구분 제 1 의 흐름 제 2 의 흐름 제 3 의 흐름 

목표 필란스로피(기부) 전략적 기부 지역사회 투자 

관리 -임시적 관리자  

-분리된 관리 

-체계적 관리자 

-라인구조 

-전문적 기업가  

-통합 컨설턴트 

접근법 -수동적 

-회장의 개인적 판단 

-현금중심 

-1 회성 

-선택적 호응 

-선택적 지역 

-다양한 지원 

-선택적 타깃 

-주도적  

-비지니스 중심 

-비지니스 자원 

-진흥, 역량 구축  

출처) Wilson, A. 2000, “Making community investment work”, ILO 

(www.ilo.org).: 주성수, 2003, p.73 에서 재인용.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1956 년 공익 사단 법인 ‘경제동우회’의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자각과 

실천’결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24

 주성수, 전계서 p.73. 
25 이상식, 김종성, 전계서 p.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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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추상적이며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26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원점을 이 경제 동우회의 결의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연구가 그런 것은 아니다. 堀越 (2006)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제１기로 山本 (1949), 高田 (1950), 岡田 (1950), 菅谷 (1953), 

村本 (1953) 등을 들고 있다. 그들은 전후 경제 민주화의 진전과 노동 운동의 

격화 속에서 새로운 기업·경영체제와 새로운 경영자의 역할로서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론’을 채택했다고 여겨진다. 70 년대에는 제 1 차 석유위기 이후 

매점매석, 물가상승, 공해발생 등으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되자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기업들은 80 년대부터 서서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1985 년에 프라자 합의가 실행된 이후에는 

급격한 엔고현상으로 해외에 진출한 많은 일본 대기업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던 mecenat (문화지원 활동), philanthropy (사회공헌 활동) 

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였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미국 기업들은‘좋은 

기업시민으로서 커뮤니티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속에서 기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일본 기업들도 현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27  

한편, London (1992)은 일본에 기업시민정신이나 본업 이외의 사회공헌 

개념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는 무차별 대중을 전제로 한 서구적인 

의미로의 ‘community’ 나 ‘society’ 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기업과 같이 자신이 직접 소속된 집단 이외의 집단, 즉‘사회’에 

기여나 공헌한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존재하는 커뮤니티는 미국의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었기 때문에 80 년대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일본 기업에 사회공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丹下（2005）는 일본형 커뮤니티에서는 기업과 

커뮤니티가 일체화되어 기업 중심 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기업에 

종속되기 쉽고 기업의 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도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미국형 커뮤니티에서는, 기업도 개인과 같이 커뮤니티의 한 

구성원으로서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즉, 일본에서는 기업 그 

존재 자체가 고용이나 경제라는 면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미국에서는 기업에 두 가지의 다른 역할, 즉 제품이나 

                                                 
26

 森本三男、1994． 『企業社会的責任の経営学的研究』東京、白桃書房 p.80. 

（加賀田和夫, 2006 에서 재인용）  
27

 葉山, 전계서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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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공으로 기업 자체가 이익을 얻는 것과 그 이익을 가져온 

커뮤니티에 대해 기부행위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기업은 전통적으로 윤리성이나 도의성을 중시하는 

사회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森本 

(1994)는 일본 사업가들이 메이지 시대부터 미국 사업가들에게 영향을 받아 

사회공헌 활동을 의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지만, 일부 선구적인 사업가는 

스스로의 윤리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구적 사회공헌 개념이 처음 일본에 들어온 것은 

80 년대지만 日経連이 1991 년에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조사’를 통해서도 

보였듯이 이미 당시 대부분 회사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유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다’,‘이익의 일부는 마땅히 환원해야 한다’라는 항목을 

들고 있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로서의 사회공헌 개념이 일본 기업에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에 

사회공헌의 전통이 이미 존재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중소 기업의 

지역사회공헌이다. 일본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이 

한정된 장소에만 입지하는 것에 비하면 중소기업은 전국 도처에 입지해 있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분명 많은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어 중소기업의 존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은 지역에 있어 중요한 생활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형성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생활 기반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가족 경영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는 

가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가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 (관광 자원, 지역의 

역사·전통, 지역의 노동력과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역내에 편재하는 정보, 

역내의 산업 집적, 역내에서 길러 온 신용 등)을 활용하며 발전해 왔다. 결국, 

이를 통하여 가업과 지역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日経連이 실시한 ‘사회공헌 활동 실적조사’에서도 2002 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새롭게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라는 

선택지를 추가하였는데, 2002 년, 2005 년 두 해의 결과 조사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로 해당 선택지를 고른 기업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02 년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의 공헌’이 

사회공헌 활동의 이유로 주목받은 배경으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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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내 깊숙히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회공헌활동은 대기업이나 경제단체의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미국 기업의 방식이 도입되며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흐름과 다른 사회공헌의 전통이 이미 

일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이 전통은 윤리적, 도의적 사회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또한, 일본 기업들이 특정한 형태로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을 간과하고서는 일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일본형 사회공헌의 전통은 일본 기업의 원형인 가업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가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의 가업은 예로부터 사회공헌이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많은 가업들이 이미‘좋은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사회적 책임의 핵심으로, 또한 지역사회를 

이해당사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 기업은 미국의 

영향뿐만 아니라 전통 가업의 영향력에 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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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일본 가업의 특징  

 

제 1 절 ‘이에’ 제도의 기능 

 

3.1.1. 경영체로서의 ‘이에’ 제도  

 

일본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직계 가족 (stem family)’으로 분류된다. 28 

‘직계 가족’이란 부부와 그 자녀 중 결혼한 한 명이 부부·그 아이와 함께 

하나의 세대를 이루는 것을 가리키며 한국의 가족 역시 이러한 직계 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란 원래 집을 의미하는 일본어이지만, 동시에 ‘가족’을 

뜻하기도 한다. 29  이는 가족단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자체를 일종의 경영체로 보는 일본 특유의 시각을 반영한다.  

본래 이에라는 제도는 부모자식, 부부라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가족 

형태이지만 단순한 혈연을 넘어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30  즉, 이어가야 할 것은 혈연관계가 아니고 ‘이에’ 제도자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역시 그다지 엄하지 

않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부계의 혈연이 반드시 가문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데릴사위나 각종 양자 제도 역시 흔히 볼 수 있다. 31 

장남이 가문의 계승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차남이나 삼남에게 잇게 

하거나, 데릴사위를 얻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에를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가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할’로 생각되어 그에 

적합하다고 인정 받은 인물이 후계자로 선택되는 것이다.32     

또한 이에는 영속의 단위일 뿐만 아니라 ‘번영’의 단위이기도 하다. 

이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기반이 확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업’이란 경제적 기반, 즉 ‘가산’을 축적해 확고히 해야 하며, 가장은 

이와 같은 가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에를 

잇는 일에 있어 혈연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는 인물을 후계자로 정하는 

                                                 
28

 가족의 분류는 Murdock 의 분류가 일반적이며, 핵가족 (nuclear family), 직계가족 (stem 

family) 그리고, 합동가족 (joint family) 혹은 확대가족 (extended family)의 세 종류에 

유형화된다. 
29

 有賀喜左衛門.1966. 『有賀喜左衛門著作集』東京、未来社（服部民夫、2005 에서 재인용） 
30

 中野卓. 1985.「日本の家族」原ひろ子編『家族の文化誌』東京、弘文堂 p.115. 
31

 服部民夫. 2005．『開発の経済社会学 韓国の経済発展と社会変容』東京、文真堂 p.15. 
32

 服部, 전계서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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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잦은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결국, 이에란 친족, 비친족에 관계 없이 한 

집안의 구성원 모두가 각각 맡은 역할 지위에 따라 ‘이에’ 자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경영체라 할 수 있다.  

  가산의 계승을 전제로 하는 경영체로서의 ‘이에’는 에도시대 이전의 무가 

(武家) 와 같은 지배자 계급의 역사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8 세기 

(720)의 <続日本紀>는 ‘가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33  11 세기 이후에는 

특정 씨족이 중앙 관직을 맡게 되면서 가업의 계승을 관습화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34  이러한 역사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현대의 가업은 

‘상가(商家)’를 시초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닌 ‘무가’의 풍습을 따랐던 전통적 

제도임을 알 수 있다. 35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업은 일본에서 

일반적인 풍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에도시대에 이르러 상인이나 농민과 

같은 서민층에도 무가의 풍습이 퍼지기도 하였다. 

 

3.1.2. 중소 상가의 ‘이에’ 제도 

 

위처럼 경영체로서의 특색을 잘 보여주면서 그 특색을 확고히 해 온 것이 

바로 에도시대 중소 상가의 ‘이에제도’이다. 일본 특유의 이에제도 중에서도, 

무가, 상가, 농가는 같은 원류에서 출발해 각각의 신분과 생업의 조건에 맞는 

이에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당시의 봉건제도 안에서 사농공상 

(士農工商)의 맨 아래 위치했던 상인의 활약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인들은 불리한 신분제도 하에서 스스로의 영리 활동을 지켜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때, 개인보다 다수의 힘에 의지하는 

‘가부장제’를 골자로 하는 한층 강화된 이에제도가 상인들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다.36 

상인들에 의해 형성된 이에는 기존의 이에와 비교했을 때 유연성이 한층 

더 강조된 조직이었다. 상인은 사농공상 제도에서 가장 밑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계급에 비해 무사가 만든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이었다. 37  또한, 상가 중에서도 중소 상가의 경우, 호상 (豪商)의 

                                                 
33

 山本眞功、2002．「江戸期庶民家訓の軌跡」 片倉比佐子 『家族観の変遷』東京、吉川弘文館  

p.160. 
34

 米村千代、1999．『「家」の存在戦略 歴史社会的考察』東京、勁草書房 p.82. 
35

 米村, 전계서 p. 40. 
36

 山本, 전계서 p. 172. 
37

 中野卓、2003．「商業経営の主体－商家とその同族組織」永原和子編『家族と役割』東京、 

吉川弘文館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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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경영에서 나타나는 성문화된 법규에 의거해 정형화된 제도에 구속되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상가에서는 다른 계층에 비래 더욱 유연한 

‘이에’ 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다.  

본래 이에는 가족과 기업경영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인들은 

가족보다 기업의 의미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38  이에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상인들의 이에에 대한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바로 ‘노렌와케 (暖簾分け)’와 가훈이다. 노렌와케란 선정된 후계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독립시켜 ‘야고’ (屋号：가게 명칭) · ‘상표’（商標）의 

사용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노렌와케된 상가는 후계자가 친족인 경우 ‘분케’ 

(分家：분가), 비친족의 경우 ‘벳케’ (別家：별가)로 불렸다. 특히 사회전체의 

경제규모가 확대된 17 세기에는 혈연관계가 없는 비고용인, 즉 

‘호우코우닌（奉公人）’을 두는 상가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장기간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호우코우닌에게 벳케의 경영을 맡기기도 하였다.  

이윽고 근세에 이르러서는 노렌와케가 점차 확대되어, 이 집단을 

‘상업동족단(商家同族団)’이라 부르게 되었다. 39  中井 (1990; 山本, 2004 

재인용)는 노렌와케가 성립되는 과정을 “예전에 농민이 농업 경영을 위해 

작업 집단의 세습, 지속적인 편성법의 일환으로 만든 것으로 본가와 분가로 

구성되는 이에제도의 도시적인 변형”이라 하며 그 원형을 농가에서 찾고 

있다. 

가훈은 공가 (쿠게 公家: 에도시대의 귀족)나 무가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에도시대에 이르러 상가에도 가훈의 제정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가훈은 ‘이에’의 존속과 번영이라는 목적을 계속해서 추구하기 위해 후계자에 

대한 훈계로써 집안의 당주가 적어 남긴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 있는 과일 

전문점인 센비키야 (千疋屋）의 “家訓大切二いたし永ク相続あるへき者他 

（가훈을 중요히 하여 오래 상속해야 한다）”라는 가훈에서 볼 수 있듯, 

가훈은 ‘가업’  ‘가문’  ‘일가’  ‘집’의 존속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대에 걸친 ‘연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0  또한, 가훈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잘 지켜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생활 주변을 정비하고 일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규 사업에의 확장과 발전을 

                                                 
38

 김후련. 2004. “일본인의 직업정신의 근간이 된 이에(家)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129 권 p. 16. 
39

 佐藤俊樹. 1993. 『近代・組織・資本主義―日本と西欧における近代の地平』京都、ミネルヴァ書 

房 p.191~192. 
40

 米村, 전계서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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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기보다는 견실하게 본분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41  즉, 가훈이 

중요시 여긴 것은 무엇보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의 영속이었던 것이다. 

결국, 가훈은 경영체가 확장되는 시기나 세대간 계승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가업 경영체의 존속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훈은 그것이 정해지던 시점에 제정자가 가지는 위기 의식이나 자부심, 또는 

이상상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내외의 변화에 상관없이 ‘이에’를 존속해 

가는 강한 목적 의식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중소 상가의 경우 가훈은 

구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현재의 기업에서는 사훈의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노렌와케나 가훈을 유지하는 것이 신용이다. 노렌와케의 

‘노렌’은 가게의 격식이나 전통을 나타내는 신용을 의미하며, 많은 가훈에서 

상가들이 신용을 제일로 내걸고 있는 예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상가에는 

‘견실한 장사’만을 추구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상가가 근대에 이르러서도 

이에의 존속을 위해 무엇보다 신용을 존중하며, 분쟁보다 화합, 확대보다 

현상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경영의 관점에서는 화합과 

현상유지를 보다 많은 자본의 축적보다 중시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에의 존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를 반드시 비합리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가업 경영체의 존속을 위하여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하여 견실한 장사만을 실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업의 경영에 있어 의미 없는 규모 확장은 억제되었지만, 분명 

이에의 번영을 의미하는 확장은 끊임 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정리해보면 당시의 상인은 ‘이에’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 그것을 경영체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소 상가의 경우 호상에 

비하여 보다 유연한 이에제도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도 큰 혼란을 

겪지 않고 이에의 영속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상인들은 노렌와케나 

가훈을 만들어 이에를 존속하려는 노력을 이어 왔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신용이며, 가업들은 이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견실한 장사를 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성립된 중소 상가는 현재에도 이어져 ‘시니네 (노포: 老舗)’라 

불리는 많은 전통 가업들을 만들어 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41

 임경택. 2003. “일본인의 가업(家業): 역사적 형성과 변천에 관한 일고찰—치바현 사와라시의  

사례 및 구 재벌의 사례를 중심으로—”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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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본의 상인 정신 

 

3.2.1. 에도시대 상인의 위치  

 

에도시대 (1603~1861)의 일본은 정치적 질서 즉, 토지의 영유를 매개로 

한 다이묘 (大名)와 무사 간의 철저한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였다. 

다이묘와 무사 사이에는 토지와 농민의 종속 및 생산물의 조공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사농공상이라는 계급 제도를 통해 사회 

문화적으로도 고도로 통합된 사회였다. 42  그러나 17 세기말에 이르면 기존 

무사 중심의 일본 사회에도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할 수 있다. 무사계급에 

밀려나 있던 도시의 상인들이 상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인 계급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에도 막부에 의한 유교 

사상의 침투에 따라 상인 계층은 주목보다 멸시를 받는 일이 잦았다. 약 2 

세기 반에 걸친 이른바 ‘막번봉건 체제’는 영지 (토지)를 전제로 한 토지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농업을 

본업으로 하고 상업을 천시하는 농본주의 경제관을 근본으로 한 유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교사상에 기반해 사농공상의 엄격한 계급 분별이 

제도화되었다. 농민이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간주되는 반면, 

상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매매만으로 고생 없이 이익을 얻는다 하여 

멸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에도시대의 토지본위제가 실질 화폐 경제임을 

감안할 때, 표면상 멸시의 대상이었던 상인의 존재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오히려 상인들이 당시의 체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상인 계층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상인들 사이에서도 표면상의 원칙과 상반되는 상인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스스로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사상적, 도덕적으로는 “사회에 빚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편, 거액을 운용하며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자부심 역시 갖고 있었던 것이다. 에도시대의 봉건체제는 무사계급이 주축이 

된 사회였다. 무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고, 이는 

                                                 
42 이덕훈 (1993)은 통합된 사회라는 의미는 사회내부에 차별이나 긴장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농공상의 신분 차별은 엄격했었고 잦은 농민봉기나 무사들의 궁핍과 같은 

사회적 긴장은 존재했었다. 그러나 수직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서열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 통합된 가치의식, 규범이 존재했었으므로 통합된 사회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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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까지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사라 할지라도 금기가 된 경제 행위 

없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이 같은 영리를 추구하는 

화폐 기반 경제 행위는 다름아닌 상인의 본업이었다. 

이처럼 에도시대에는 상인을 멸시하는 동시에 상인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모순된 인식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상인이나 사상가들은 

상인이 이익을 얻는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자문하며,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세속적인 일 (상업)을 윤리적인 행위로 바꾸면 이익을 얻는 것이 

정당화 된다는 철학,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43  다시 말해, 그들은 

상업이라는 직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 (윤리적인 행위)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사회의 중심적 가치 (최상위의 

가치 체계)가 형성되어 있던 시대에, 그 정치의 핵심인 무사에 비해 신분이 

가장 낮은 상인이 윤리적인 삶의 방법에 있어서는 무사와 동등한 입장에 

서고자 하는 상인 자신들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윤리적인 가치관을 버팀목으로 끊임 없는 노력과 근면, 정직, 검약 등의 경제 

윤리에 따라 상업을 이어가는 삶의 방식은 ‘상인도’(商人道)로서 토쿠가와시대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확립되었다. 그리고 상인도의 시조라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시다 바이간 (石田梅岩)이다. 

 

3.2.2. 석문심학 (石門心学)의 가르침과 상인도 (商人道)의 확립 

 

이시다 바이간 (石田梅岩 1685~1744)은 상인계급이 대두된 토쿠가와시대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상인 정신을 촉진한 사상가이다. 그는 ‘石門心学’ 

(석문심학)이라는 종교 사상에 근거하는 경제 윤리 실천 운동을 창설하여 44 

근세 일본 민중의 도덕과 삶의 방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쿄토 (京都) 한 

농가의 차남으로 태어난 바이간은 11 세 때 쿄토내 상가에서 

호우코우닌으로서 일하게 되었는데, 15 세에 사가에 돌아가 23 세에 다시 

쿄토로 나와 호우코우할 때까지 8 년간 학문에 몰두하여 독학으로 사상을 

확립하였다. 그의 사상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신（神）· 유（儒）· 불（仏） 

일치설이다. 바이간은 신교 (神教), 유교, 불교에 근거한 독자적인 도덕 

규범을 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하였다. 

바이간이 서로 다른 세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도의 

                                                 
43 青木, 전계서 p. 68. 
44 青木, 전계서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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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청년기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지식하게 이론만 내세워 남에게 미움 

받는 인간”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 것을 신도를 통하여 

해결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45  또한, 호우코우했던 쿄토의 상가가 정토종의 

분파인 진종에 대해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곳이었던 데다, 이후에 그가 

스승으로 모신 오구리 료운 (小栗了雲)이 선종에 정통하였던 것이 바이간에게 

불교 (진종 · 선종)의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세 종교 중에서도 바이간의 

사상의 골격이 된 핵심적 가르침은 유교 (특히 주자와 맹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이칸 가르침의 핵심이 마음 (心)과 하늘 (天)의 조합인데, 

이는 맹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바이간은 마음과 하늘이 

일치했을 때 자연스럽게 윤리 도덕이 갖춰진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말하는 

마음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상태는 이기심을 없애고 무심의 상태, 본래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직업의식을 

통하여 금욕적으로 직업에 헌신하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도리를 가지고 군주를 

존경한다 (義をもって君を貴ぶ)”라는 무사의 본분이다. 그러나 그가 사상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사가 아닌 상인이었다. 바이간은 사농공상을 

바탕으로 나뉜 계급 자체를 같은 군주 (국가)를 모시는 신하의 신분으로 

받아들이며, 각각 신하로서 국가에 대한 충의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책임 의식을 설명하였다. 에도 막부에 의한 

사농공상이라는 현실 사회의 질서를 받아들였지만, 군주를 위에 둠으로써 

그것을 신분의 상하가 아니라 단순한 직업 구분으로 파악했다. 동시에 

상인계급에 대해서 신하로서 국가에 대한 충의를 강조함으로써, 상인은 

‘천/하늘’의 도움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여 상인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상인의 이윤을 무사의 녹봉 (俸禄)과 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며, 상인 멸시의 풍조를 부정하고 상인의 윤리적인 

자각을 추구했다. 따라서 그가 사농공상을 예로 내세운 이유는 각각 네 

가지의 기능을 병렬적으로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세 가지의 직능보다 

낮은 것으로 간주되던 상인의 지위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손색이 없는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바이간은 ‘상인은 무사와 비견할 만한 도의적 책무를 가지고 있어, 

규범 의식을 가지고 상인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인이 행하는 상업은 군주 (국가)에게의 충성을 관철하며, 

                                                 
45

 青木, 전계서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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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의식과 직업의 헌신으로 이기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본래 자신의 

마음과 하늘과의 합일을 실현할 수 있었던 길이었던 것이다. 

석문심학의 주요 대용으로 다음의 다섯 항목을 들 수 있다. 첫째, 

정직·검약·가업에 힘쓰는 경제 윤리, 둘째 지족안분（知足安分）의 직분관, 

셋째 판매이익（売利)를 천명으로 하는 상인관, 넷째 고객의 자유와 공심일동 

(共心一同)의 상인 윤리, 그리고 다섯째 자타 모두 함께 하는 경제 

윤리이다.46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에 힘쓴다는 첫번째 항목이다.  

바이간은 “집의 경제의 근원이 가업에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가업에 

힘쓰는 것은 집주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업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며 가업에 힘쓰지 않는 것은 부모에 대한 커다란 

불효이다” 47 라고 말했다. 또한, 바이간은 가업에 헌신함에 있어 검약과 

정직함을 윤리의 근간에 두고 있다. 그에게 있어 검약이란 정직함에 의한 

것을 의미하였다. 바이간이 활약했던 당시는 화폐 경제의 발전로 인해 봉건 

체제가 흔들리던 시기였다. 체제의 회복을 위해 소비와 향락이 억제되고 

검약과 근면이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간은 검약 정신을 

지니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정직한 마음을 되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48  그는 검약이라는 말 속에서 인 (仁)을 찾았다. 49  검약이 

가업의 실천을 통해 살아날 때, 넓게 사람을 사랑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 

가능했다. 여기서 바이간이 강조한 검약이라는 경제 윤리는 현재의 사회공헌 

활동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바이간이 주장하는 바는 상인들이 착실하게 

상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자기 확립에 힘쓸 때 비로소 가업의 이윤 추구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제시한 상인의 도덕이나 

상인이 지켜야 할 ‘상인도’가 당시 신분제도에 억눌려 있던 상인의 주체성을 

확립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문심학’은 바이간 사후에도 그 후계자에 의해 일본 각지의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 에도 후기에 이르기까지 100 년 이상에 걸쳐 상인뿐만 아니라 

무사, 농민층에도 침투했다. 근대 이후에도 석문심학은 명맥을 이어가 

시부사와 에이이치 (渋沢栄一)를 비롯한 실업가에 의해 계승되었다. 시부사와 

에이이치는 “‘논어와 주판’ 에서 ‘윤리와 이익의 양립’을 제거하여 부는 

                                                 
46

 芹川博道、2003．『いまなぜ東洋の経済倫理か―仏教・儒教・石門心学に聞く』東京、北樹出版  

p.188-190. 
47

 芹川, 전계서 p.190. 
48

 小見山隆行、2006.「我が国の商業教育の変遷と商業道徳の考察」愛知学院大学論叢『商学研究』 

47, ｐ. 39-63.   
49

 青木, 전계서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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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공유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하며 스스로가 그 

사상을 실천했다.   

이와 같이 경영체로서의 이에제도와 상인 정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석문심학의 가르침에 의하여 중소 상가의 상인들 사이에도 서서히 가업 

의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때 상인 정신은 결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의 존속과 번영, 그리고 그에 힘쓰는 수단이 바로 이윤 

추구 행위였던 것이다. 즉 일본 이에제도에도 막스 베버가 말하는 근검 

절약을 요구하는 개신교 윤리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제 3 절 상가 (商家)와 지역사회의 관계성  

  

근세 말기가 되어 상가 (商家)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마을의 영역을 

넘어 확장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에가 원래 공동체의 틀을 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50  이에는 가훈에 따라 족보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농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농가는 하나의 촌락공동체적 규제가 있었지만, 상가의 경우 

그러한 규제가 없고 가재 (家財)의 일부로 자본의 증식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벳케도 특정한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다.  

상가가 가족 공동체를 넘어 확장되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진 것이 바로 신용이다. 이전 장에서 언급하였듯, 대외적인 신용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상가는 이를 매개로 확장해 지역과의 신뢰 구축에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우미 상인 (近江商人)’이다. 일본에서는 

에도부터 메이지 시대에 거쳐 시가현 (滋賀県)을 중심으로 전국에 

오우미（近江）상인들이 탄생하였다. 이들은 완성품과 지방 물품 (원재료) 

모두를 다루는 행상인으로 전국 각지에서 장사를 시작해 이윽고 점포를 짓고 

경영을 시작하였다. 오우미 상인은 일본 전국에 걸쳐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였다. 그들이 타향에서 장사하는데 있어 특히 

중요시하였던 가치가 바로 ‘삼방요시 (三方よし)’의 정신이다. ‘삼방요시 (三方

よし)’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 즉, ‘판매자에게 좋고 (売り手よし), 

구매자에게 좋고 (買 い 手 よ し ), 세상 사람에게 좋은 (世間 よ し )’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오우미 상인들의 가훈을 기초로 한 이 사상에는 

                                                 
50

 米村, 전계서 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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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검소한 생활을 통해, 번 돈은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오우미 상인들은 이 같은 세 가지 사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낯선 곳의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얻기 위하여 다리를 건설하거나 도로를 

보수하는 등 지역과 융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즉, 이들에게 

타향에서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신뢰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던 

것이다.  

또한, 에도시대에는 오우미 상인을 비롯하여 오사카 (大阪)를 기반으로 한 

오사카 상인, 미에 (三重)을 기반으로 한 이세（伊勢）상인 등 동일한 

출신지역을 공유하는 여러 상인 집단이 전국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그들은 

전국 각지를 돌다 마음에 드는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 상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상가는 분케나 행상인을 통하여 출신지를 벗어나 전국 각지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상가는 항상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중시해 왔고, 

해당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고향이 아닌 타지의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신용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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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가업  

  

제 1 절 고도경제성장기의 도래와 가업 

 

메이지시대에 들어 정부는 사농공상 계급제를 철폐하고 상법의 제정하며 

가업을 근대적 조직, 즉 회사의 형태로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근대 

사회에 이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절차의 합리화 및 법문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전역에 

고루 존재하는 가업의 상당수가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을 지속시켜 왔다. 창업 

100 년 이상 된 기업의 소재지 구성비를 보면<표 3>,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이 교토 (京都)이다. 교토는 옛 수도일 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 

가치가 높고 제 2 차 세계대전의 공습 피해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었다. 또 

교토의 사찰이 전통 공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 가업의 존속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51. 창업 100 년 이상 된 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시마네 

(島根)나 네 번째의 야마가타 (山形)도 공습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지역이다. 

그 외에도 각각 2, 3, 4 위를 차지한 시마네, 니이가타 (新潟), 야마가타는 

공통적으로 키타마에부네（北前船: 에도시대의 상용 대형선)의 기항지로서 

에도시대부터 상업이나 지방특색산업이 발달하고 있던 것을 해당 지역에서 

가업이 지속된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표 3> 시니세 기업의 소재지 구성비 

구성비（高） 구성비（低） 

교토(京都) 3.65%（901 사） 오키나와(沖縄) 0.08%（9 사） 

시마네(島根) 3.50%（268 사） 미야자키(宮崎) 0.82%（97 사） 

니이가타(新潟) 3.37%（937 사） 홋카이도(北海道) 0.87%（516 사） 

야마가타(山形) 3.25%（410 사） 가고시마(鹿児島) 0.89%（115 사） 

시가(滋賀) 3.11%（353 사） 가나가와(神奈川) 0.92%（559 사） 

후쿠이(福井) 3.03%（366 사） 도쿄(東京) 0.97%（1675 사） 

출처）帝国データバンク資料館・産業調査部編. 2009. 

『百年続く企業の条件』朝日新書 http://www2.ttcn.ne.jp/honkawa/7465.html 

에서 재구성 

                                                 
51 테이코쿠 데이터 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http://www2.ttcn.ne.jp/honkawa/7465.html 

http://www2.ttcn.ne.jp/honkawa/74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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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가업들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 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를 겪어냈다는 점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가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현상은 전후 고도경제성장기의 도래이다.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는 전후 생산력 수준이 전쟁 전 최고 수준을 

회복한 1955 년부터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가 된 1974 년까지의 약 

20 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산업구조, 취업구조가 크게 변했다. 먼저 

산업구조를 보면, 1955 년부터 70 년까지 제 1 차 산업의 비율은 19%에서 

6%로 감소하였고 반대로 제２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에서 43%로 

늘어났다<표 4>. 취업구조를 봐도 같은 기간 동안 취업자가 속한 제 1 차 

산업의 비율은 41%에서 20%에 크게 감소하였고, 제２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서 35%로, 제 3 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에서 45%로 

증가하였다<표 5>. 과잉 상태였던 노동력 수급은 60 년경부터는 부족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상승하여 기업 규모별·연령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한편, 국민 생활에 있어서는 내구소비재가 보급되어 ‘소비혁명’이라 

불리는 소비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사회적 인프라를 보면 64 년에 

토카이도 (東海道) 신간선이 개통되면서 물류 수급이 원활해졌다. 이어, 

65 년에는 메이신 (名神)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도로망의 정비와 자동차의 

보급으로 물류의 중심이 철도에서 자동차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고도경제성장의 결과 일본은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을 비롯한 시가 자산의 과잉투자와 경기의 과열에 의한 

80 년대의 이른바 ‘버블 경제’가 1989 년에 붕괴하였다. 이후, 2001 년에 

고이즈미 정권을 거치며 각종 개혁으로 경기를 회복할 때까지,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업도 그 존속이 위협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의 위기, 즉 ①중심 시가지의 쇠퇴, 

②후계자 문제의 어려움, ③버블경제 붕괴 후의 경영자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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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산업구조의 변화 (%) 

연차 1885 1900 1920 1940 1960 1970 1980 1990 2000 

제 1 차산업 

(농림 수산업) 

45.2 39.4 30.2 

 

18.8 12.8 5.9 3.5 2.4 1.7 

제 2 차산업 14.7 21.2 29.1 47.4 40.8 43.1 36.5 35.7 28.5 

광업 0.8 1.8 3.4 2.7 1.5 0.8 0.5 0.2 0.1 

제조업 10.7 15.0 20.6 37.0 33.8 34.9 27.1 25.9 21.3 

건설업 3.2 4.5 50 7.7 5.5 7.5 8.9 9.6 7.1 

제 3 차산업 40.2 39.4 40.7 33.8 46.4 50.9 60.0 61.8 69.8 

도매 소매업 - - - - 11.4 13.9 14.7 12.9 13.5 

금융 보험업 - - - - 3.5 4.1 4.8 5.5 5.8 

부동산업 - - - - 7.4 7.8 9.0 10.3 11.1 

운수 통신업 2.5 3,7 6.5 4.9 7.3 6.7 6.2 6.4 6.7 

서비스업 - - - - 7.4 9.3 13.8 15.7 19.6 

정부 서비스 3.5 3.1 2.9 3.4 6.2 6.1 7.6 7.1 8.8 

기타 - - - - 3.3 3.0 3.9 4.1 4.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金森文雄、2010『日本経済読本』東京、東洋経済新報社 p.1 

 

<표 5> 취업구조의 변화 (%) 

연차 1906 1920 1940 1960 1970 1980 1990 2000 

제 1 차산업 

(농림 수산업) 

61.8 54.0 43.6 

 

32.9 19.7 12.9 8.8 5.9 

제 2 차산업 16.1 21.3 25.9 29.3 34.8 33.5 33.0 29.1 

광업 0.9 1.6 1.8 1.1 0.5 0.3 0.2 0.1 

제조업 12.7 16.8 20.8  22.3 26.7 23.1 23.2 19.1 

건설업 2.4 2.9 3.0 7.0 8.0 10.1 9.6 9.8 

제 3 차산업 22.2 24.7 30.7 36.7 45.0 53.6 58.2 65.0 

도매 소매업 10.8 9.4 11.7 13.8 16.0 17.7 17.2 17.5 

금융 보험업 - 0.5 0.7 1.7 2.4 3.0 3.3 2.9 

부동산업 - - - 0.2 0.6 1.0 1.5 1.6 

운수 통신업 2.7 3.9 4.1 4.8 5.5 5.8 5.6 5.9 

서비스업 - - - 9.6 12.7 17.7 22.5 28.9 

정부 서비스 - 2.0 3.5 5.2 5.8 6.3 5.7 5.6 

기타 - - - 1.5 1.9 2.1 2.5 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金森文雄、2010『日本経済読本』東京、東洋経済新報社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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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역사회의 위기와 가업 

 

4.2.1. 중심 시가지의 쇠퇴  

 

중심 시가지란 ‘그 지역의 역사, 지리적 위치,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거주, 공익 (교육·의료·행정 등), 산업 등의 각종 기능을 담당해 온 시읍면의 

중심이며, 넓은 의미로서의 사회자본이 축적된 지역’ 52 을 의미한다. 

상술하였듯이 상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가업의 상당수는 이러한 중심 시가지에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 시기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근대화는 지방도시뿐만 아니라 현청 소재 도시 수준의 핵심 

도시에 위치한 중심 시가지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그 가장 큰 요인은 

교외화와 대형점포의 교외 진출에 따른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다. 교외화는 

고도경제성장기 때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이 주택 포화 상태가 된 기존 

시가지를 피하여 새로운 주택지를 찾아 교외로 나갔던 현상을 말한다. 

자동차의 보급 및 교통망의 정비 소비자의 이동이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또한 대규모 자본력이나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형점포가 

전국적으로 진출하면서, 부지 취득의 어려움, 교통 혼잡, 주차장 부족, 그리고 

도심부에 있는 기존 상가들의 반대 운동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형점포는 중심 시가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토지를 구하기 쉽고 규제가 

완만한 교외 우회도로의 길가에 입지하여 상업 기능의 교외화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80 년대 후반부터 90 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상업 통계조사’에 의하면 1982 년의 172 만개에 달하던 소매점 수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4년에는 150만개가 되었다. 즉 12년간 22만개 (12.8%)의 

소매점이 감소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식료품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업종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53  또한, 경제산업성 중앙기업청의 

‘상가실태조사’에 의하면 상가의 최근 상황에 대하여 ‘번영하고 있다’라고 

회답한 상가의 비율은 1970 년에는 39.5% 였지만, 1981 년에는 12.9%밖에 

되지 않았고, 1995 년에는 마침내 2.7%까지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업 

기능의 교외화는 지금까지 교외의 상업 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소비자가 

중심 시가지의 상가에 갈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를 

                                                 
52

 菅井憲郎、2006．「中心商店街の再生」鹿児島国際大学『地域経済政策研究 』第 7 号 p.19. 
53

 石原武政、1997．「コミュニティ型小売業の行方」経済地理学会『経済地理学年報』43(1),  

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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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4.2.2. 후계자 문제의 어려움 

 

고도경제성장에 의해서 노동 형태가 크게 변화하여 취업자 중 고용 

근로자 비율은 1960 년에 53.9%를 차지했지만 1985 년에는 75.4%,  

2000 년에는 83%로 증가하였다. 반면 자영업자와 가족 사업 종사자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다<표 6>. 이 변화는 중심 시가지의 쇠퇴와 같은 외부 구조의 

변화와 함께 후계자의 육성 및 확보와 같은 내적 구조의 문제도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후계자 문제란 사업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후계자 확보 문제는 출생률 저하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의식 변화에 의한 것으로, 1980 년대 초부터 특히 

전통 산업이나 지방특색산업을 비롯한 소규모 기업에서 두드러졌다. 1989년도 

판 ‘중소기업 백서’는 ‘인재 문제에 고민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절에서 

‘중소기업에서는 후계자 문제가 평소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설문 조사 결과 역시 중소기업의 

후계자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또한 1993 년도 판에서도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오너 기업이며, 혈연을 중심으로 한 경영체제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경영자의 친족이 그 후계자로서 기업을 계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출생률의 저하 등을 배경으로 경영자의 자녀 수도 이전과 비교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일본 사회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과 

의식 변화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경영자가 어떻게 후계자를 확보하여 육성해 

나갈 것인지가 중소기업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후계자 확보의 대응책으로 1990 년 이후부터 후계자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게 되었다. 

1992 년도 판 중소기업 백서는 ‘중소기업의 후계자 후보는 경영자의 

자녀·친족인 경우가 유능한 종업원인 경우보다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후자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종래의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이미지로부터 

바람직한 경영 능력 보유자에게 경영을 맡기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도 가족이 아닌 종업원에게 회사 

경영권을 위임하거나 외부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인수 합병을 이용하는 등 

비친족 기업화와 같은 시도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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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업종상의 지위별 취업인구 및 비율 (1995~2000) 

 

연차 

취업자수(1000 명) 비율(%) 

총수 자영 

업자 

고용 

근로자 

가족 사업 

종사자 

자영 

업자 

고용 

근로자 

가족 사업 

종사자 

1950 36,025 9,446 14,159 12,395 26,2 39,3 34,4 

1955 39,590 9,517 18,083 11,990 24,0 45,7 30,3 

1960 44,042 9,748 23,730 10,560 22,1 53,9 24,0 

1965 47,960 9,437 29,101 9,351 19,7 60,7 19,5 

1970 52,593 10,248 33,764 8,577 19,5 64,2 16,3 

1975 53,141 9,414 36,718 6,945 17,7 69,1 13,1 

1980 55,811 9,543 39,764 6,495 17,1 71,2 11,6 

1985 58,357 8,970 43,990 5,393 15,4 75,4 9,2 

1990 61,682 8,305 48,607 4,764 13,5 78,8 7,7 

1995 64,142 7,815 52,076 4,243 12,2 81,2 6,6 

2000 62,978 7,186 52,281 3,507 11,4 83,0 5,6 

출처) 総務省統計局『国勢調査報告』재인용 国立社会保障・人間問題研究所 

http://www.ipss.go.jp/syoushika/tohkei/data/popular200102/08-13.htm 

 

4.2.3. 버블경제 붕괴 후의 경영난 문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니세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해도 이전의 신용과 

자산을 평가 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기 쉬웠다. 그러나 

버블 경제가 붕괴된 후에는 보다 엄격해진 규정으로 인하여 이전처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일부 시니세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져 도산에 이르는 일도 있었다.  

‘도쿄 상공 리서치’가 창업 100 년 이상의 시니세 기업의 도산에 대하여 

2005 년부터 2009 년 10 월까지 5 년간 조사한 결과<표 7>, 전국의 창업 

100 년 이상의 기업 도산 건수는 623 건, 부채 총액은 8,733 억 

6,500 만엔이었다. 이들 중에는 특히 메이지시대 (1868~1912)에 창업한 

기업이 많아 2009 년의 부채액수 상위 13 사 모두 메이지시대에 창업한 

기업이었다.  

또한 시니세 기업의 도산은 지역 별로 봤을 때 칸토 지구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 현, 치바현, 도쿄도, 카나가와현)가 합계 1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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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7.8%로 가장 많았다. 시니세 기업의 도산은 칸토지구에 이어 칸사이 

지구 (오사카부, 쿄토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 중부 지구 (아이치현, 

시즈오카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 등 대도시가 위치한 지구에 집중되어 

있다. 주된 요인은 판매 부진이며, 2009 년의 부채액의 상위 13 사내의 7 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7 사의 업종은 건설, 섬유 판매, 식료품 제조, 

호텔·여관, 목재 도매와 같이 다양하다.  

그러나 창업 100 년 미만의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1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시니세 기업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도쿄 상공 

리서치 ‘TSR 기업 데이터베이스’ 에 따르면, 전국 기업 중에서 창업 100 년 

이상의 기업은 전체 기업 1 만 5,207 사의 1%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2 년에 

도산한 1 만 9,087 사 중에서는 69 사로 전체의 0.36%에 불과했다. 한편, 창업 

10 년 이내의 신흥기업은 21.5%를 차지해 단순히 수치만을 비교해 보면 

신흥기업은 100 년 기업의 수십 배의 도산 위험을 떠안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시니세 

기업들이 버블 경제 붕괴 이후의 불황의 장기화에 쫓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단지 시니세 기업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표 7> 창업 100 년이상 기업의 도산 연차 추이  

(부채단위: 100 만엔)  

년차 건수 부채총액 

2005 127 197,206 

2006 125 274,926 

2007 141 98,621 

2008 125 189,649 

2009(1~10) 105 112,963 

출처) 도쿄 상공 리서치 홈페이지 http://www.tsr-net.co.jp/ 

 

제 3 절 가업의 지역사회 공헌  

 

상술하였듯이 중앙 시가지의 쇠퇴, 후계자 확보의 어려움, 버블경제 붕괴 

후 기업의 경영난 등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생긴 여러 문제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업의 존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변화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업은 중단되는 일 없이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해 왔다. 3 장에서 논의했던 대로 가업은 ‘이에’의 존속과 번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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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영위되어 왔는데, 경영체의 특징을 내포하는 이에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재구축되어 가는 유연한 존재였다. 때문에 후계자 확보 문제의 

경우에는 양자 제도를 활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혈연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다. 이때 가족 중 

후계자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훈에 의한 규정이나 ‘노렌와케’의 실행에 

의하여 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중심 시가지의 쇠퇴나 

버블 경제붕괴 후의 경영난과 같은 외부 구조의 변화가 미친 문제의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며 사업 내용을 혁신화하고 신용 관계를 유지, 확보 

하는 견실한 경영 방침을 지켜 왔다.  

그러나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을 지속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의 실시 때문이다. 즉, 

상가는 신용을 매개로 확장하였고 그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에 힘썼다는 것이다. 

한편, 중소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사회란, 근대 국가와 같이 큰 

사회가 아니라 더 작은 사회, 예를 들어 그들의 봉건 군주, 마을, 그들 자신의 

‘이에’에 헌신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역이라는 한 범위에서 일정 부분을 

사회로 파악하여 그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신용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지역 

공헌에 의해서 가업이 오늘의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영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시니세 기업의 지역공헌활동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三浦 (2004)는 야마구치현 (山口県)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역공헌활동을 

고찰하였는데, 기업의 창업 시기가 전쟁 중 혹은 전쟁 이전인 토착 시니세 

기업 (83 사)과 1975 년 이후에 야마구치현내에 입지한 기업 (69 사)의 

지역공헌활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니세 기업의 활동 비율이 신규 

기업의 활동 비율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또한 지역 공헌 

활동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창업 시기가 다른 두 기업 모두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창업 기간에 따라 실제 공헌 

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토착형의 시니세 기업에서는 73.5%가 영리 

활동과 함께 지역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만, 1975 년 이후 창업한 

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40% 이하로 오히려 지역공헌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볼 수 있다. 三浦는 야마구치현의 토착형 시니세 기업을 

다루면서 그 중 가업을 특정지어 언급하거나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전반의 상업 경제에 가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야마구치현의 시니세 기업 

중에서도 가업의 비율은 높으리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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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일본 시니세 기업이 지역공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8> 창업시기별 지역공헌활동 

 

출처)三浦典子、2004． 『企業の社会貢献とコミュニティ』京都、ミネルヴァ書

房 p.95.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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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가업과 지역공헌의 사례연구:  

사이타마 현 가와고에 시의 사례  
 

제 1 절 사례지역의 특징 

 

5.1.1. 사이타마（埼玉）현 

사이타마 (埼玉) 현은 일본 혼슈 동부에 위치한 간토 지방 중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현청 소재지는 사이타마시이다. 도쿄도 북쪽에 인접하여 

대도시권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고도경제성장기 때부터 남동부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였다. 2000 년에 이르러 인구가 700 만을 돌파했고, 

현재 모든 도도부현 (都道府県)54 중 인구수로는 5 위에 자리한다. 지역의 산업 

역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업, 상업, 농업의 각 분야가 

골고루 발전해 왔다.  

 

[그림 2] 사이타마 현 지도  

(http://www.koedo.or.jp) 

 

사이타마 현에는 창업 100 년을 넘긴 시니세 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주조업, 건설업, 화과자 제조업 등이 있으며, 이 중 

다수는 에도시대부터 경영해 온 시니세이다. 무사시 은행 리포트(ぶぎんレポ

ート , 2008) 조사에 따르면, 현내에는 327 사의 시니세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주로 현청소재지로 지정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에도시대의 

죠카마치 (城下町)나 하이한치켄 (廃藩置県)개혁에 의하여 사이타마 현이 

                                                 
54

 일본의 지방 공공 단체의 총칭（東京都・北海道・京都府・大阪府와 43 개의 현） 

http://www.koedo.or.jp/


37 

 

역사적으로 번영해왔기 때문이다. 

사이타마 현의 시니세 기업은 폐업율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편이다. 최근 상공 리서치(商工リサーチ, 2005) 조사 기록에 따르면, 창업한지 

30 년 이상 된 기업의 도산 비율이 낮은 곳이 1. 교토 (京都) 2. 오키나와 

(沖縄) 3. 돗토리（鳥取） 4. 사이타마（埼玉）순이었다.   

현 내의 327 사를 창업 시기별로 분류해보면, 메이지 유신 이후 창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정황이 안정되면서 일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였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시니세 기업의 창업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시기는 메이지 30 년대 (1897~1906)로,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던 

시기이며, 전쟁물자 조달을 위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던 때다. 또한 

메이지 20 년대 (1887~1896) 역시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창업하는 기업이 

많았다. 또한 에도시대에 창업한 기업도 62 사 정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사이타마 현 내에서 창업된 기업보다 현 외에서 창업한 후 사이타마 현으로 

이전하였다고 추측되는 시니세 기업이 많다.  

이들 327 사의 업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면, 비제조업이 전체의 

70%로 압도적으로 많다. 비제조업을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 소매업이나 

도매업, 건설업과 같은 업종이 많으며, 특히 소매업에서는 쌀이나 술, 연료와 

같이 생활 밀착형 시니세가 두드러진다. 또 건설업에서는 일반 토목이나 목조 

건설을 다루는 시니세 기업이 57 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에서는 

청주나 간장을 중심으로 인형이나 오동나무 옷장, 화과자 등 사이타마 현을 

대표하는 산물에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청주업 16 사, 인형점 8 사, 화과자 

제조업은 11 사가 넘는다. 제조, 비제조에 관계 없이 의식주에 밀접한 

시니세가 다수 존재하는 것도 사이타마 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니세는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대규모 상업 시설이 

잇달아 생겨나면서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가를 대상으로 한 현의 

경영 실태 조사 ‘사이타마의 상가’ (2007 년 3 월 발표)에 따르면 63.4%의 

상가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형 점포의 확산 

(53.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을 비롯하여 후계자 부족, 업종의 제한, 

점포의 노화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본 조사에 응한 사이타마의 상가들 중 4.8% 

만이 ‘번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한 상가들 

중 경영이 중단된 채 비어 있는 점포의 수는 전체 점포의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 부진과 후계자 부족에 의한 폐업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가지를 중심으로 시니세 기업이 

번영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가와고에 (川越)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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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가와고에 (川越) 시 

 

가와고에 (川越) 시는 에도 시대 서북 지역의 방위 거점으로서 발달한 

도시로, 사이타마 현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에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창업 100 년이 넘는 수많은 가업들이 소재하고 있다.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재해의 피해를 입지 않은 편이라 시가 보유한 문화재의 수는 관동지방의 

카마쿠라 (鎌倉) 시, 닛코 (日光) 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역사적인 

거리풍경이 많이 남아 있다. 가와고에 시는 사아타마현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의 하나로, 연간 600 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이다. 

특히 창고 양식 구조의 건물 ‘쿠라즈쿠리（蔵造り）’가 나란히 서있는 

거리가 가와고에 시의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시 건물의 3 분의 1 이 

소실된 1893 년의 대화재 이후 화재참사를 비켜 간 쿠라즈쿠리의 창고 양식 

구조가 주목 받게 되었다. 이후, 거리에 쿠라즈쿠리가 잇달아 증축되었고 

메이지 말기에는 쿠라즈쿠리 거리가 완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쿠라즈쿠리는 낡고 어두워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현대식으로 재건축되었다. 또한 베드타운화로 

인하여 주택지는 교외로, 대형점포나 은행은 편의성이 크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역에서 약 2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쿠라즈쿠리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쿠라즈쿠리 양식의 건물도 잇달아 현대 건축양식으로 재건축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위기감을 느낀 가와고에 시 

당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대표적인 건조물을 개별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경관을 정비함으로써 거리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흐름 속에 1983 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와고에 쿠라의 

회（川越蔵 の 会）’(2002 년 NPO 법인화)를 발족하였다. 이로 인해 

쿠라즈쿠리의 거리를 보존하여 그것을 자원으로 한 지역활성화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상공회의소, 관광 협회 등 주민의 자주적 참여가 

기반이 된 경관 정비 및 문화재 보존 관련된 활동이 활발해졌다.  20 여년에 

걸친 시민 활동과 시의 문화재 보호 정책의 결과, 사람의 왕래가 적었던 

쿠라즈쿠리 거리는 ‘시니세 전문점의 거리’로 수많은 관광객이나 현지 

사람들이 방문하는 활기 넘치는 상가 풍경으로 탈바꿈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가와고에 시의 쿠라즈쿠리 거리풍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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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을 비롯한 지역활성화 노력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 바로 시니세 가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가와고에 시에 소재하는 시니세 가업들의 지역공헌활동의 큰 

특징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을 설립하고 그 요직을 맡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많은 가업 경영자들이 중소기업 지도 단체인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혹은 법인회 등에서 회장과 같은 요직을 맡아 지역경제 진흥의 

기수로 활약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가와고에 시에 소재하는 5개사의 

사례를 통하여 시니세 가업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진: 쿠라즈쿠리 거리(연구자 촬영 2010 년 8 월 24 일) 

 

제 2 절 기업의 지역활성화 활동  

 

5.2.1.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 활동 

 

(1) 상점 위원회 임원 활동을 통한 지역공헌: 키쿄야(桔梗屋) 옷장 전문점 

 

키쿄야 옷장점은 키사부로우 (喜三郎)가 1884 년 가와고에 시에서 창업한 

오동나무 옷장 전문점이다. 에도 시대 말기에는 요식업이나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메이지시대에 이르러 옷장 직인인 키사부로우가 데릴사위로 오게 

되면서 오동나무 옷장 제조회사를 창업하게 되었다. 가와고에 시에는 에도 

시대부터 오동나무 옷장 산업이 번성하여 전쟁 전까지 시내에 200 곳 정도의 

오동나무 옷장 전문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키쿄야 옷장 전문점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현재 4 대째인 세키네 키사부로우가 사장으로, 종업원은 직인을 

포함하여 15 명에 불과하다.  

세키네 키사부로우 씨는 현재까지 크고 작은 지역기반 단체에서 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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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해 왔다. 쇼룸이 위치한 중앙상가의 회장과 동네 

자치회 부회장으로 20 여 년간 봉사했으며, 중앙상가 마치즈쿠리 위원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중앙상가의 회장을 맡고 있을 때에는 상가 주변 교통 

정체의 완화, 보행 공간의 확보 및 길가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5 년 가와고에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세키네 키사부로우 씨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주변 도로를 확장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중앙상가 마치즈쿠리 위원회는 2007 년 주민의 자주성 

향상과 도로 정비를 목적으로 현지 상가 경영자들과 주민 10 명이 조직한 

지역 위원회이며, 세키네 키사부로우 씨는 위원회 회장으로 연 2 회 가와고에 

시와 의견 교환의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마치즈쿠리 통신이라는 홍보잡지 

발간을 통해 지역 홍보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2) 시민단체 창설을 통한 지역공헌: 교우와(共和) 목재  

 

교우와 목재는 창업 연도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약 200 년 전 가와고에 

시에서 목재점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장은 6 대째인 바바 

히로시로, 목재 판매, 설계, 위탁의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교우와 목재를 

경영하고 있다. 전쟁 전에는 목재 판매와 위탁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 사업을 

했었지만, 전후에는 설계 업무와 민간사업도 다루게 되었다. 목재 판매 

사업은 그 자체로 공공적인 성격을 띠지만, 건축업계, 공무점, 목수 가게를 

중심으로 한 민간 사업도 벌이고 있으며 소매 가격으로 목재를 구매하려는 

손님들을 직접 상대하기도 한다. 

바바 히로시 씨는 지금까지 상공회의소의 고문이나 관광협회 임원을 

역임하며 지역공헌 활동을 수행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쿠라즈쿠리 거리 

활성화 활동에 힘써 왔다. 1983년에는 상가의 쇠퇴와 쿠라즈쿠리 거리의 붕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현지 젊은 사장들 및 건축 관계자 등과 단합하여 

‘가와고에 쿠라의 회’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쿠라의 회는 가와고에 시 공무원 

및 학자들과 함께 ‘쿠라즈쿠리를 살리면서 상가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나누면서 결성된 조직이다. 바바 히로시 씨는 같은 

건물을 지어도 “역 주변의 입지 조건에는 당해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쿠라즈쿠리를 기반으로 장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바바 히로시 씨는 15 년간 쿠라의 회 회장을 역임하며 20~30 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쿠라의 회 참여를 장려하고 젊은 세대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쿠라의 회 활동을 계기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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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마치나미 (街並み) 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거리 풍경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높이, 색, 간판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고 거리 풍경이 잘 보이도록 

하는 전깃줄의 지중화 사업도 진행되었다.  

 

(3) 상업단체 임원 활동을 통한 지역공헌: 야마야(山屋), 요시다 

켄쥬도우(吉田謙受堂), 카메야(亀屋) 

 

① 야마야(山屋) 

 

야마야는 1868 년에 문을 연 가와고에 시에서 가장 역사 깊은 음식점이다. 

현재는 5 대째인 마츠야마 준이 사장을 맡고 있다. 창업 전에는 에도 시대 

말기 시다시야 (仕出し屋, 주문을 받아 요리를 만들어 배달해 주는 음식점)를 

경영했고 그 이전에는 베짜기 사업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메이지 시대 

초기에 에도막부 말기의 호상인 요코타 고로베이 (横田五郎兵衛)의 집을 

양도받아 현재의 위치에서 요식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야마야는 에도 시대 

가와고에번 (川越藩)의 마츠다이라가（松平家）를 비롯하여 많은 손님들을 

초대했던 귀빈관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마츠야마 준 씨는 상업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관광객 유치를 비롯한 

중앙 시가지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상업단체 임원으로 일하게 된 데에는 

보수 없이 상업단체 회장을 맡아 일했던 조부와 상공회의소 및 관광 협회에서 

임원을 맡아 일했던 부친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마츠야마 준 씨는 40 세까지 

청년 경제인의 사회 활동과 리더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회의소에서 

활동했으며, 쿠라즈쿠리 거리와 타이쇼 로망 거리 (大正ロマン通り)에 조명을 

설치하여 저녁부터 콘서트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가와고에 시에는 전통 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장인이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관광객이나 시민에게 보여주면 전통 공예에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쿠라즈쿠리 거리에 목수나 장인을 초대하는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가와고에 시 설립 80 주년이 되던 2002 년에는 80 주년 기념 행사 주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실시한 다양한 사업들과 더불어 

시내의 관광명소 순회 투어를 실시하여 관광객이 가와고에 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츠야마 준 씨는 40 세부터 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2009 년 

NHK 에서 가와고에 시를 무대로 한 드라마가 방송된 것을 계기로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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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교통 정비를 제언하는 한편, 가와고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술 및 마음가짐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가와고에 화과자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는데, 사이타마 현에 소재하는 

타지역으로부터의 응모도 많아 대중들에게 가와고에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가와고에 시의 게이샤 (芸者, 일본의 

전통적인 춤이나 노래로 술자리의 흥을 돋우는 직업을 가진 여성)를 

부활시키기 위해 게이샤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사람을 섭외하여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② 요시다 켄쥬도우 (吉田謙受堂) 

 

  요시다 켄쥬도우 (吉田謙受堂)는 1877년에 개업하여 1954년에 법인 

자격을 취득한 서점이다. 초대와 2대 때에는 그림 엽서나 사이타마 현의 

교과서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나, 현재는 3대째 사장인 요시다 

노리야스의 경영 하에 매장 판매뿐만 아니라 제휴한 학교에의 방문 판매도 

하고 있다.  

   요시다 노리야스 씨는 청년회의소 및 상공회의소의 임원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요시다 노리야스 씨가 고등학교 때 선대가 

전사하였기 때문에 업무상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청년회의소에 입소한 것을 

계기로 지역공헌활동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상공회의소에서는 국내 

관광지를 방문하여 그 지역 팜플렛이나 특산물을 통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고 있다.  

 

③ 카메야 (亀屋) 

  

카메야 (亀屋)는 1783 년에 개업하여 2010 년으로 창립 229 주년을 

맞이하는 화과자집이다. 에도 시대에는 초대부터 지속적으로 혁신을 도모해 

온 점을 인정받아 가와고에번 (川越藩) 전용 과자집이 되었다. 메이지 

시대에는 과자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이타마 은행 (현재의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의 전신인 제 85 은행의 설립과 상공회의소의 창설에 기여하였다. 현재 

8 대째 사장을 맡고 있는 야마자키 요시마사 씨는 원래 선대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입소한 후 선친의 유지를 이어 

지역활성화에 관련된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고 한다.  

    야마자키 요시마사 씨는 사이타마 현 물산관광협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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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사이타마 

현 물산관광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사이타마 현 물산협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며 5 년간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요시마사 씨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위 사람의 추천을 통하여 사이타마 현 물산 협회와 

사이타마 현 관광협회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사이타마 현 물산관광협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물산관광협회에서는 사이타마 현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물산 진흥 및 관광객의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서 상공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와고에 

시는 현내 1 위의 상공업 지역이다. 야마자키 요시마사 씨는 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가와고에 교외에 동부 공업조합을 구성하여 주민과의 

교류와 공업단지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요시마사 씨는 아울러 상공회의소에서 발족된 조직인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의 부회장으로 가와고에 시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중심 시가지 부근에 대형 상업 시설을 

유치하는 등 가와고에 시청 도시계획부, 상가 연합회, 자치회 등과 

협력하면서 중심 시가지의 번영을 유지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5.2.2. 축제의 진흥 활동  

 

    가와고에 시에는 매년 10 월 3 째주 주말에 가와고에 히카와 신사 

(氷川神社)의 제례인 가와고에 축제가 열린다. 축제 가간 중에 자치회 소유의 

장식수레 29 대가 시내를 돌며 다른 수레와 마주칠 때마다 피리, 북, 징, 춤이 

어우러진 전통음악으로 솜씨를 겨루는 ‘힛카와세’가 알려져 있다. 2005 년에는 

히카와 축제의 장식수레 행사가 국가 지정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축제가 개최되는 이틀 동안 시외에서 총 80 만 명을 넘는 

구경꾼이 모여드는 연중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축제 준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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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와고에 축제의 풍경(http://koedo-kawagoe.seesaa.net/) 

 

가와고에 시에 소재하는 가업들 역시 가와고에 축제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축제 진흥 활동은 크게 축제 관련 위원회 활동과 적극적인 

기부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가업 경영자들은 마을 자치회 내의 가와고에 

축제 실행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카메야의 사장 야마자키 

요시마사 씨는 실행위원회 위원장을 10 년째 역임하고 있으며, 키쿄야 옷장 

전문점의 세키네 키사부로우 씨는 현재 실행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식수레 안에서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조직, ‘쇼류회 (松龍会)’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우와 목재의 사장, 바바 하로시 씨는 히카와 

신사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단체 임원을 맡아 축제의 준비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카메야의 야마자키 요시마사 씨와 교우와 목재의 바바 

히로시 씨는 주변인의 추천과 함께 지역공헌에 대한 사명감이 강하여 이러한 

요직을 맡게 되었다고 하며, 키쿄야 옷장 전문점의 키사부로우 씨는 본인이 

축제를 좋아하여 취미로서 임원 활동에 자원하였다고 한다. 

또한 가와고에 시내의 창업 100 년 이상의 가업들은 가와고에 축제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축제 운영비는 가와고에 시가 

매년 마을 자치회에 제공하는 지원금이 1/4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4 은 

지역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가와고에 축제의 중심 지역인 나가마치 

(仲町)의 기록을 보면 <표 9>, 2010 년도의 기부금은 전체 171 건으로 개인이 

94 건, 기업이 66 건, 단체가 (종교, 교육, 아파트 조합 등)11 건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기부 66 건 가운데 창업 100 년 이상인 가업의 기부는 35 건이며, 

그 비율은 전체 171 건 중 약 20%를 차지하므로 결코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부금 액수로 보면 3만엔(한화 약33만원) 이상의 기부자 13건 

가운데 9 건이 창업 100 년 이상인 가업으로 다른 기부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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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기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카메야는 3 만엔을 

기부하였으며 그 분가 격인 카메야 찻집 역시 3 만엔을 기부하였다.  또한 

요시다 켄쥬도우, 야마야도 마찬가지로 매년 3 만엔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다. 요시다 켄쥬도우의 요시다 노리야스 씨는 “지역의 중심에 있는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지역의 가장 큰 제전인 

가와고에 축제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가와고에 시의 가업들은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축제의 

진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표 9> 나가마치 축제 기부금 제공자 비율 (2010 년) 

 3 천엔 5 천엔 1 만엔 2 만엔 3 만엔 4 만엔 5 만엔 

개인 8 40 34 8 3 0 1 

기업(창업 100 년 

이상) 

0 4 17 6 6 0 2 

기업(창업 100 년 

이하) 

3 10 15 3 0 0 0 

단체(종교, 교육, 

아파트 조합 등) 

1 2 7 0 0 1 0 

합계 12 56 73 17 9 1 3 

출처) 仲町祭礼実行委員会  

『平成 22 年川越氷川祭り 仲町祭礼収支決算報告書』에서 재구성 

 

제 3 절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가업 경영자들은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와 축제 진흥 사업을 중심으로 

본업과 독립적인 지역공헌활동을 수행해 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업들이 지방 정부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각종 지역활성화 관련 단체에 속하는 가업 경영자들은 지방 

정부로부터 자금 원조를 받는 대신에 지역활성화 활동의 성과를 지방 정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업와 지방 정부와의 윈윈 (win-win)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와고에 2009 년도 상공회의소 예산은 3 억 

9795 만엔이었는데 그 구성을 보면, 회비 27.6%, 사업 수입 33.9%, 기타 

11.3%이며 정부 보조금은 전체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 2006 년 10 월 

상공회의소는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마치즈쿠리를 향한 요망’으로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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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에 있는 대규모 집객 시설 등의 개발 억제 (동결) 선언; 둘째,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설치와 현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1999 년 제정) 개정의 

조기 착수; 셋째, 광역 마치즈쿠리를 위한 주변 지차체와의 제휴 강화 및 

리더십 발휘; 그리고 넷째로 대형점포나 체인점 등이 지역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조성을 가와고에 시에 제안하였다.55 그 중에서도 둘째 사항에 

관해서 상공회의소는 가와고에 시에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56 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원 아래 중심 시가지의 정비· 진흥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심 시가지에서의 다양한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에 

가와고에 시는 2007 년 4 월부터 새롭게 중심 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책정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2008 년 6 월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공익 단체, 기업,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 시가지 활성화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중심 

시가지 기본계획은 2009 년 6 월에 사이타마 현내에서 처음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국가로부터 보조금, 세제상 우대조치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상공회의소는 가와고에 시 

지역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제언을 하고 있다. 야마야의 준 씨는 타지역에 

있는 film commission (영화, 드라마의 촬영을 지역에 유치하는 조직)을 

가와고에 시에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획안을 시에 건의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2010 년 7 월 가와고에 시 film commission 이 조직되었다. 카메야의 

요시마사 씨는 가와고에 시의 관광 촉진과 인식도 향상을 위하여 가와고에 

시에 관한 문화나 역사 등의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 즉 가와고에 검정의 

사업화 추진을 가와고에 시에 요청하였다. 그 결과 2008년 2월부터 가와고에 

시, 가와고에 상공회의소, 가와고에 관광 협회의 3 자로 구성되는 고에도 

(작은 에도: 小江戸) 가와고에 검정 위원회의 주최로 ‘고에도 가와고에 

검정’이 사업화되었다. 아울러 가와고에 검정 문제집이 요시다 켄쥬도우을 

중심으로 한 고에도 출판회에서 출판되어 가업과 시의 지역사업 협력 관계를 

이어갔다.   

지역 축제의 발전 면에서는 현재 가와고에 축제 협찬회라는 가와고에 

시의 외부단체를 통하여 가와고에 시가 매년 7000 만엔 전후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가와고에 축제 협찬회가 외부단체인 것은 가와고에 축제가 

                                                 
55

 가와고에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kawagoe.or.jp/ 
56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은 일본 지방도시의 교외화로 인한 중심 시가지의 쇠퇴나 공동화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8 년에 재정되었다. 2006 년의 개정로 대형점포의 교외 출점시의 

입지 규제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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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와 신사의 축제를 원점으로 한다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360 년의 역사를 지니는 가와고에 축제는 에도 시대 이후 

가와고에의 부유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거액의 기부에 의하여 개최되었다.57 

그러나 1968 년에 가와고에 축제의 장식수레가 사이타마 현 유형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가와고에 축제 협찬회가 관할하는 행사가 

되었다. 축제를 관할하는 사무국은 가와고에 시내에 있지만 직접적인 운영은 

자치회 연합회, 상공회의소, 관광 협회, 장식수레 보유 동내 협의회, 상가 

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  

시의 보조금은 주로 가와고에 축제와 관계되는 직접비 (경비, 가설 

화장실 설치 및 가설 전기 배선 등의 비용)와 상술한 각 마을 자치회의 

운영비 (4 분의 1 정도)로 사용된다. 또한, 축제의 핵심인 장식수레는 마을 

자치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축제 자체도 각 마을 자치회나 상공회의소 등의 

공익단체, 민간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준비·운영된다. 즉, 

가와고에 시가 주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전반적인 운영은 가업 

관계자나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맡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마을 자치회 

차원에서는 가업 관계자들이 자금 원조나 운영 모두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의 

점에서 지방 정부와 가업 경영자의 제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가와고에 시 쿠라즈쿠리 거리의 일방통행화 추진 

논란을 들 수 있다. 2010 년 현재, 중심 시가지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업 경영자의 일부와 가와고에 시의 관계자들이 쿠라즈쿠리 거리의 

일방통행화 혹은 ‘차없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교통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고에 시의 상징인 쿠라즈쿠리 거리가 지역주민에게 있어서는 생활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거리 교통 통제에 따라 불편을 감수해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과 시 당국 및 가업 경영자들의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통 규제를 추진하는 입장의 논리는 쿠라즈쿠리 거리가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유치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부 관광객 

역시 교통이 통제되지 않은 거리에 대하여 ‘이미지와 다르다’, ‘실망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시민단체 ‘쿠라의 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시니세 도기점의 사장, 

하라 씨는 거리의 가업 경영자들을 대표하여 ‘행정이 상점가나 자치회를 

                                                 
57

 木下雅博, 1985. 「川越まつりと山車」川越市文化財保護協会 

(http://www.alpha-net.ne.jp/users2/kwg1840/maturi.html#hikawasai 에서 재인용) 

http://www.alpha-net.ne.jp/users2/kwg1840/maturi.html#hikawa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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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교통 규제를 시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시의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58  이렇듯 가업 경영자를 비롯해 사람들의 

쿠라즈쿠리 거리 교통 원활화에 대한 요청에 응하여 가와고에 시는 2009 년 

11 월 7 일부터 23 일까지의 17 일간 쿠라즈쿠리 거리를 대상으로 일방통행과 

‘차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교통량 및 

진동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회 실험 후의 주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교통 

규제화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쿠라즈쿠리 거리의 교통 환경이 개선되었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규제에 

의한 우회나 주변 도로의 정체를 허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50%에 달했다. 

또한 일방통행이나 ‘차없는 거리’를 도입하는 교통 규제에는 34%가 찬성하고 

있지만, 매일 교통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52%가 반대하며, 휴일에 한해 

교통 규제를 도입하는 조건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교통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복잡한 심경은, 쿠라즈쿠리 거리가 지역 주민에게 생활 도로기 

때문에 교통 규제가 도입됨으로써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 응답자의 구성은, 

회사원이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무직 20%, 주부 13%, 가업 

종업원이라 생각할 수 있는 자영업주는 13%의 비율에 불과하였다. 즉, 이 

주민 목소리의 대부분은 쿠라즈쿠리 거리의 교통 규제화를 추진하는 가업 

경영자와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의 

대부분은 교통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설문조사의 결과로 현재 쿠라즈쿠리 거리의 교통 규제화는 유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쿠라의 회’를 비롯한 가업 경영자가 이러한 

반대 의견을 가지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가업을 경영하는 그들 역시 지역주민으로서 반대 의견을 가지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업 

경영자들이 지역활성화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선구자적 역할과 지역 주민 중 

한 명으로서의 입장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바바 씨가 이하와 같이 

언급하고 있듯이, 이들은 기업으로서 보다는 지역주민으로서 가업들이 

지역공헌 활동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간단히 ‘응’이라고 대답해 주지 않을 것 같다는 

                                                 
58 『朝日新聞』2009 년 1 월 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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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든다. 만약 이 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경찰이나 

행정의 지도로 거리가 일방통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이 일어나고 나서 대처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앞으로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각 상점의 장사를 위해서도 

고객들이 차를 두고 걸으면서 여러 가게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점의 

입장으로서는 현대 사회가 자동차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교외 

대형점에 고객을 잇달아 빼앗겨 버리는 일이 많아 고객들이 차로 

올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며, 또 

이것이 지역주민에게도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각종 지역 활성화 관련 단체에 속하는 가업 

경영자들은 지방 정부의 재정적인 원조를 기반으로 주체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헌 활동을 실시하며 그 성과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양자는 윈 

윈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 역시 

지역주민이므로 기업경영자로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지역공헌활동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가업 경영자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요구되는 ‘기업시민정신’이 가업에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신용’과 지역사회공헌 

 

3 장에서 설명했듯이 원래 가업은 경영체로서의 역할을 한 전통적인 

일본의 이에제도에 의해 형성되어 석문심학이라 불리는 상인 도덕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신용을 

얻는 것이 이같은 배경에서 형성된 가업의 특징의 근간에 있었다. 신용은 

‘노렌’와 가훈을 유지하는 기초이며 가업은 그것의 존속을 위하여 자본의 

축적보다 사회적인 신용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였다. 다시 말해 

신용이란, 고객을 비롯한 많은 기업 관계자에게 인정 받은 기업이 보유한 

지혜나 지식의 집적인 ‘노렌’이나 가훈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신용은 ‘기업이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좋은 평판을 가지는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가업인 교우와 목재의 

히로시 씨도 ‘신용을 얻는 것은 장사를 영속시키기는 것의 연장으로 상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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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신용의 의미를 ‘목재업이라면 교우와 

목재에 맡긴다라는 인식이 주민에게 침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야마야의 준 씨도 ‘장사는 사람과 사람의 신뢰 관계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역공헌 활동을 통해 주위에서 신용을 얻어 야마야의 고객이 늘어나면 기쁠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신용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례 

가업들은 선대로부터 내려 온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교훈 아래 오늘날까지 

가업을 경영해 왔다. 

첫째는 대내적인 시도에 의한 신용의 구축, 즉 견실한 경영이다. 견실한 

경영을 위하여 가업들은 적극적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검약과 

정직의 정신을 지켜왔다. 가업은 전후의 고도경제성장기, 버블 경제의 

붕괴라는 일본 경제의 우여곡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창업부터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요시다 켄쥬도우는 

고도경제성장에 흐름에 따라 사업 확대를 도모하여 사이타마 현 내에 

점포를 3 개 늘려 합계 4 개의 점포를 연 바 있다. 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그 중의 1 개 점포는 분리시켜 조카가 경영하게 하고, 

나머지는 본점을 포함한 2 점포로 축소시켰다. 이는 켄쥬도우의 사장, 

노리야스 씨가 ‘노렌을 소중히 해야 하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라는 전 청년회의소 회장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에는 유통 방식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장 판매 이외에도 제휴한 학교에 방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우와 목재의 키사부로우 씨도 재목업이라는 업종은 

유통 형태가 변화해 가는 시대 속에서 그 흐름에 잘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 대하여 숙고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업들은 견실한 경영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약과 정직의 정신도 함께 

중요시하였다. 카메야의 경우, 전후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에 각지에 지점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관동권에서 45 점포까지 확대되었지만 버블 붕괴에 

의한 이익저하로 20 점포로 축소되었다. 현재 8 대째 사장을 맡고 있는 

요시마사 씨는 과거를 떠올리며 이하와 같이 시대 변화의 대응과 근검 절약의 

가르침이라는 선대의 가르침이 가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근검절약”정신이나, “가업은 세상의 

진보에 발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가르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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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로부터 전해들은 전쟁 중에 괴로웠던 이야기들이 없었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처럼 가게를 잇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울러 정직이라는 정신도 함께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카메야는 제 2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설탕 공급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 년 간 휴업을 하였고, 그 동안 재봉틀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암거래로 설탕을 손에 넣어 계속 장사하는 것이 동종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6 대째는 ‘조금이라도 위법행위에 손을 대면, 

그때부터 신용을 잃는다’며 정직함을 관철하였다.  

둘째는 대외적인 시도에 의한 신용의 구축이다. 다시 말해 지역과의 공생, 

즉 지역 공헌을 의미한다. 키쿄야의 키사부로우 씨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종종 “오동나무 옷장과 종기는 커지면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내실을 튼튼히 하지 않고 

겉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은 낮지만 “공짜로 움직이는 것은 지진과 바람 

뿐이다”이라는 전언을 소중히 하면서 소개받은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간다면 반드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의 대외적인 신뢰나 평판이 신용 

구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업들은 그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중요시하여 지역공헌을 실시해 왔던 것이다. 키쿄야의 키사부로우 씨가 

‘소개받은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간다면 반드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듯이, 가업은 지역주민, 자치체, 시민단체 등이 속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신용을 구축해 왔다. 그리고 이것이 본 

연구의 사례 대상인 가업들에는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와 축제의 진흥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의 형태로 실행되고 있었다. 

이 지역활성화라는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 각 가업의 경영자가 관련 

단체 (상점 위원회, 시민단체, 상업단체)의 요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요직을 맡는 것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신용을 구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어느 

정도 신용을 구축해 놓은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가업 경영자들은 오랜 세월 

지역에 소재하면서 안정된 가산과 가업의 유지를 통하여 경제적 자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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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여 지역사회내 사회적 관계의 

조정 능력이나 분쟁해결 능력 등을 발휘해 왔다.59 본 사례의 가업 대부분이 

선대의 영향이나 경영자 자신의 관심으로부터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키쿄야의 키사부로우 씨의 경우 주위의 요청에 

의해 상점 위원회의 임원을 하게 된 점에서 특히 지역사회로부터 신용을 

구축한 성과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가업의 신용은 지역공헌활동에 의하여 지방 정부로부터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를 결성하거나 상업단체의 요직을 

맡음으로써 지방 정부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 또 그에 협력하면서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식이다. 야마야의 준씨는 지역공헌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지방 정부로부터의 요청이나 제휴를 제안 받는 기회도 늘어나 더 큰 

보람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공헌활동을 통하여 가업들은 대외적으로도 지역사회에서의 

신용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이 관련 요직을 맡는 것에서 가업이 

신용을 구축해 온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써 지역공헌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대외적으로 

‘신용’ 구축을 중요시했던 점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 상인도 

정신이 현재 일본 기업의 지역공헌활동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59 森岡清志、2003．『地域の社会学』東京、有斐閣アルマ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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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사회공헌의 근원이 일본의 

가업 (家業)에 기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공헌이 오늘날에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성과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번째로 가업은 경영체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일본의 ‘이에(家)’를 

근간으로 하고 ‘石門心学’ (석문심학)과 같은 상인 도덕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신용을 얻으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역시 본연의 역할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일본 이에제도의 

특징과 석문심학의 가르침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에도시대에 

형성된 이에제도에 따라 가업은 가족과 경영체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또한 ‘영속’과 ‘번영’을 위하여 ‘가산’을 축적해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했던 면이 많았다. 이를 위하여 혈연관계 보다는 능력이 

있는 후계자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을 우선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소 

상가(商家)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보다 유연한 이에가 형성될 수 있었다. 

상가는 경영체로서의 이에의 역할을 중요시 하여 ‘노렌와케’나 ‘가훈’과 같은 

시도를 통하여 이에의 존속과 신용의 유지를 위한 견실한 경영을 해 왔다. 

한편, 석문심학에 따르면 에도시대 상인은 사농공상의 신분 사다리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다른 계급보다 확고한 지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시다 바이간은 이러한 상인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석문심학이라는 

종교 사상에 근거한 경제 윤리를 확립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성과는 사이타마 (埼玉) 현 가와고에 (川越) 시의 

가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역사회공헌 노력을 살펴본 결과,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 것이 지역사회 공헌이었다는 인과관계를 밝혀낸 것이다.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가업의 위기를 부른 세 가지 문제로는 ①중심 시가지의 

쇠퇴, ②후계자 확보의 어려움, ③버블 경제 붕괴 후의 경영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에’라는 특징을 가진 가업은 양자 제도를 활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유연하게 후계자 문제에 대처하였다. 중심 

시가지의 쇠퇴나 버블 경제 붕괴 후의 경영난과 같은 경우도 가업들이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여 사업 내용에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신용을 확보하기 위한 

견실한 경영 역시 지켜 왔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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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의 결과, 100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가업이 사업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 노력과 축제 

개최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임이 밝혀졌다. 조사를 실시한 

사이타마 현 가와고에 시의 가업들은 상공회의소와 같은 지역활성화 관련 

조직의 요직을 통한 지역사회공헌을 수행하고 있었다. 사례 대상 가업의 

경영자들은 상점 위원회의 임원, ‘쿠라의 회’ 라는 시민단체의 회장,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상업단체의 임원이 되어 지역 경관을 정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하며 상공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었다. 

또한 가업 경영자들이 속한 각종 지역활성화 관련 단체들은 지방 정부와 

제휴하여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윈윈 (win-win)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맡음과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도 그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의 활동 또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업들이 이러한 지역사회 공헌을 수행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신용’의 

획득 및 유지이다. 상가는 그 존속을 위하여 자본의 축적보다 사회적인 

신용을 구축해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은 

상가의 ‘노렌’와 가훈이 기반한 개념이며, 고객을 비롯한 많은 가업관계자에게 

인정 받은 가업이라면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지혜나 지식의 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대상 가업들은 각 가업 경영자가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조직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러한 역할을 맡는 것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신용을 

구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신용을 구축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일본 기업에 지역공헌의 전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는 고객, 주주, 종업원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 가업은 ‘신용’이라는 

상인도 정신의 근간을 중시하며 지역공헌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는데, 이는 가업이 지역사회를 이해관계자로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가업 경영자들은 기업이자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한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여 지역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가와고에 시 소재 가업들의 지역공헌활동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요구되고 있는 ‘기업시민정신’의 일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원류로서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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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가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금욕과 

직업 노동을 장려하는 서구의 개신교 윤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능적 

등가물이 일본의 상인도에도 존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베버는 

개신교 윤리에 의해 서양에서만 합리적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고 

설명하였지만,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도 합리적 자본주의 개념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역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적 책임 개념이 기업 사회로 퍼져나감에 따라 일본형 

경영의 전통인 상인도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시가 (滋賀) 현에 소재하는 재단법인 ‘시가현 산업 지원 플라자’는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체로 2005 년부터 시가현 출신인 오오미 

상인의 ‘삼방요시 (三方 よ し )’의 도덕을 실천하는 현내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1970, 80 년대 등 비교적 최근에 설립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상인도의 정신이 창업 100 년을 넘은 시니세 가업뿐만 

아니라, 창업 50 년 이하의 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1990 년 이후 기업시민정신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좋은 기업시민’을 

목표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기업 문화를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결과를 전세계 기업 전반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중소기업의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 사회공헌은 삼성이나 SK 를 비롯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을뿐, 많은 중소기업에는 아직 

사회공헌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 구조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데다, 70 년대의 고도경제성장에 의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점은 일본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1995 년 이후 지역 격차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 지방 단위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므로 한국 역시 지역 

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지방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가업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본 

중소기업의 발전사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한국 중소 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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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연구대상 가업 

 

기업명（資）키쿄야 (桔梗屋) 옷장 전문점 

 

기업개요 사례의 포인트 

[설립명]1884 

[현경영자] 

세키네 

키사부로우 

(4 대째) 

[업종] 

오동나무  

옷장의 제조・판매 

・키쿄야에서 제조하는 옷장은 

사이타마 현 및 가와고에 시의 

브랜드 산품으로 인정 받고 있다. 

・ 오동나무 옷장의 공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명 （有）야마야 (山屋) 

 

기업개요 사례 포인트 

[설립년]1868 年 

[현경영자] 

마츠야마 준 

(5 대째) 

[업종] 

요리점 

・ 시에서 가장 역사 깊은 요리점  

・ 현재 5 대째 경영자는 가와고에  

상공회의소의 임원을 맡으며, 

지역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는 

‘RD21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업명 (株)교우와 (共和) 목재 

 

기업개요 사례 포인트 

[설립년]200 년전 

[현경영자] 

바바 히로시 

(6 대째) 

[업종] 

목재업 

・시에서 가장 역사 깊은 목재점  

・현재 경영자는 전통적인 상업문화의 

흔적인 창고양식건물 ‘쿠라’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시민단체 ’쿠라노카이’를 창설하여 

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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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有）요시다 켄쥬도우 (吉田謙受堂) 

 

기업개요 사례 포인트 

[설립년]1877 年 

[현경영자] 

요시다 노리야스 

(3 대째) 

[업종] 

서점 

・시에서 가장 역사 깊은 서점  

・ 현재 경영자는 상공회의소와 

관광협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  

 

기업명 (株) 카메야 (亀屋) 

 

기업개요 사례의 포인트 

[설립년]1783 년 

[현경영자] 

야마자키 요시마사 

(8 대째) 

[업종] 

화과자제조・판매 

・시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화과자집 

・ 현재 8 대째 경영자는 가와고에  

상공회의소의 임원을 맡고 있다. 

・ 1877 년에는 4 대째의 장녀가 

분가하여 사내에 카메야 야마자키 

찻집(亀屋山崎茶店)을 열기도 했다. 

 

부록 B. 질문 내용 

 

1. 기업 개요  

2. 기업 연혁  

3. 지역공헌 활동에 대하여 

· 활동 개요 

· 활동 계기  

· 활동 내용（활동 규모, 제휴 상대 등）  

· 효과（지역에 미친 효과, 당사에 미친 효과 등）  

4. 지역공헌의 배경  

·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경영자의 생각, 경영 철학 등 

· 활동 과정, 가업 계승 방식  

5. 지방 정부와의 제휴  

 

http://srd.yahoo.co.jp/IMG/r=7/ig=320x240/id=5f3ca0ddb0b18efe/l=rx/da=s/tid=MMSI04_01/bzi=0/fst=0/q=%E4%BA%80%E5%B1%8B/SIG=1295ci6rm/EXP=1278312293/*-http:/www.koedo.biz/media/img_20060731T1152120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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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ese “Family Business” and Local Philanthropy 

: The Case of Kawagoe-city in Saitama Prefecture 

 

Yamazaki, Noriko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shows the root of corporate philanthropy of Japanese 

companies in Japanese family business and analyzes how corporate 

philanthropy appears in today’s Japanese family business through the case 

study of Kawagoe-city in Saitama Prefecture. Most activities of companies 

in general revolve around pursuing profit. However, throughout studies such 

as Eells & Walton (1961), corporate philanthropy, a role of besides profit 

seeking, became as a part of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As 

there had bee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rporate philanthropy, a 

“corporate citizenship” was established. From this point of view, many 

companies began to recognize local community as one of their stakeholders, 

and thus began to contribute to its development. 

Many Japanese companies have begun to endeavor for corporate 

philanthropy since 1960s. Yet, small businesses which are closely 

connected to local communities have already been providing corporate 

philanthropy since long ago. Japanese family businesses are based on 

management strategy of ‘ie’ system and also Japanese traditional merchant 

ethics called ‘shingaku’. This is why Japanese family businesses made 

contribution to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rust. By trust, Japanese family 

businesses had survived the financial crisis at the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 after the time of high economic growth. For these reasons, 

Japanese family business with more than 100 years of tradition called, 

‘shinise’, are of research interest. 

The result of the case study in corporate philanthropy activities of five 

family businesses in Kawagoe-city of Saitama Prefecture showed that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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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of the family business is appointed to the key position of the 

organization for local revitalization. For example, each president has 

contributed to local revitalization through landscape restructuring and local 

festivals. This is also an evidence of the local community’s trust towards the 

family-ran company. In conclusion, findings of this case study support that 

the tradition of the corporate philanthropy has existed in Japanese 

companies.  

Many companies around the world nowaday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SR. Also, development at local community level is becoming more and 

more crucial as societies face serving urbanization and population ageing. 

This paper has diverse implications for the function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traditional Japanese family businesses, as well as the 

Japanese model of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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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要約 

 

日本の家業と地域社会貢献 

－埼玉県川越市を中心に－ 

 

延世大学大学院 

社会学研究科 

山﨑倫子 

 

 本研究は、日本の企業活動における社会貢献の根源が日本の家業に存在するこ

とを明らかにし、今日、家業の社会貢献活動がどのような役割を担っているのか

埼玉県川越市に所在する家業（5 社）を事例に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一般

的に企業とは営利を追求する組織である。しかし、Eelles&Walton(1961)などの

研究を通じ、社会貢献は企業の社会的責任の一環として、営利追求以上の役割を

企業に要求した。企業の社会貢献活動に対する認識の高揚は、また「企業市民精

神」を定着させるようになり、それによって多くの企業が地域社会を企業のステ

ークホルダーの一つとして捉え、地域社会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になった。 

このような背景のもと日本においても多くの企業が社会貢献を実践し始めた。

しかし、地域社会と緊密な関係を結んでいる中小家族企業はこのような近年の流

れとは関係なく、兼ねてから地域貢献活動を遂行してきた。これは日本の家業が

経営体としての特徴をもつ「家制度」を根幹にし、「石門心学」という商人道徳に

よって正当性を獲得しながら、利潤追求のみならず信用を通じ地域社会に貢献す

る役割を企業活動の根本としてみなしていたからである。ここでいう信用とは、

企業が顧客をはじめとする多様なステークホルダーから信頼と評判を得ることを

意味する。日本経済の高度成長期以降、社会的環境の変化によって家業は他の企

業と同様に経営難に陥ったが、信用は変わらず企業の中心的役割として重要な機

能を遂行していた。そして、このような理由から創業 100 年を超える老舗企業と

呼ばれる伝統家業が注目を浴び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埼玉県川越市に所在する家業 5 社に対する地域貢献の事例を分析した結果、家

業は地域社会の活性化のための団体から要職を引き受け、その役割を遂行してい

ることが見られた。例えば、中心市街地の景観整備や地域祝祭を通じた地域活性

化への寄与が挙げられる。またこれは、企業がすでに地域社会で信用を構築して

きた成果でもあった。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結果は、日本企業に地域貢献の伝

統が存在するという事実を裏付ける証拠と言え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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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年、世界の様々な地域で企業の社会的責任が重要視されている。また都市化

及び高齢化が急速に進行しているなかで、地域単位での発展が要求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点から、本研究は近年関心を集めている企業の社会的責任の日本型伝

統、つまり日本型家族企業の社会貢献機能を再考察し、合意を導き出すという点

で意義があると言えるだろう。 

 

 

 

 

キーワード：地域貢献、日本の家業、企業の社会的責任、地域社会、地域活性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