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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명하 일본탄광기업의 경영전략*1)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Ⅰ. 머리말

본고는 에너지혁명기, 즉 석탄이 석유에 의해 급속히 대체되어 가던 시기의

석탄산업의 사양화과정을 주로 탄광기업의 경영측면에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의 사양화 또는 사양산업에 관한 경제사적 연구는 영국과 같은 선발

공업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1), 일본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 본 논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2003학년도 학술연구비(후기분)의 지원에 의해 집필

되었음.

1) 예를 들면, Singleton(1993), Lorenz(1991), Church(1994)는 각각 영국의 섬유(면방직)

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의 사양화과정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성과들이다.

에너지 혁명의 진전에 따른 국내석탄수요의 급격한 축소에 대항해 탄광기업

은 적절한 경영 재건책을 세울 수 없었으며 석탄산업으로부터의 퇴출은 부득이

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퇴출은 높은 퇴출장벽 때문에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

다. 특히 廢山은 광부실업이나 지역경제의 피폐와 같은 그 해결이 용이하지 않

은 큰 사회적 문제의 발생을 수반하였다. 정부정책은 적어도 1961년경부터 퇴출

장벽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퇴출을 용이하게 해 주는 역할을 했다. 탄광정비자금

의 확충이나 실업자대책, 산탄지역대책, 탄광기업채무의 변제 등은 퇴출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정책을 시그널로 하여 탄광

기업은 퇴출을 단행하였다. 탄광기업의 퇴출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중소기업은 60년대 전반에 퇴출을 한 반면 대기업의 퇴출은 60년대 후반이

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퇴출 시점의 차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력의 차이 및 퇴출장벽의 차이 때문이었다. 퇴출장벽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합리화투자의 여력이 없었던 중소탄광은 에너지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

라 곧 퇴출을 단행했다. 반면 퇴출장벽이 높은 대기업은 합리화투자에 의한 경

영재건을 시도했으나 60년대 중반 이후 경영재건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됨에

따라 퇴출을 단행했다.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의 퇴출이 가장 늦어진 이유로는,

이들 기업이 대규모의 우량탄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경영조건 외에 기업집단

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 주제어: 에너지혁명, 사양산업, 퇴출장벽, 석탄정책, 합리화, 퇴출, 다각화,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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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공업국으로서 선진국을 ‘캐치 업’하는 것이 과제였던 일본의 경우 경제사

또는 경영사의 연구관심이 주로 성장, 발전하는 산업 또는 기업에 집중된 것은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70년대의 석유 위기

이후 성숙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구조조정 또는 사양산업 문제가 사회적 경

제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연구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일본의 사양산업에 대한 연구는 산업조직론적 측면에서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小宮陸太郞․奥野正寬․鈴木與太郞, 1984; Tan and Shimada, 1994).

산업의 사양화가 실업 등의 사회적 마찰을 동반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시된 산업구조조정정책의 효율성 또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

다. 전후 일본의 석탄산업에 대한 연구도 정책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데, 단, 석탄산업의 경우 정책분석보다는 정책사의 연구가 중심적이었다. 야다

(矢田, 1975; 1977)의 선구적 연구는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까지의 석탄

정책의 전개과정을 ‘경쟁적 공존기’, ‘한정적 보호정책’, ‘점차적 철퇴기’의 3기로 나

누어 설명하였다. 한편 일본의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 1990; 1991a; 1991b)에서 편

찬한 통상산업정책사는 전후의 석탄정책사에 대한 가장 충실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야다를 따르고 있다.

한편 구미의 연구자들에 의해 석탄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와 기업(또는

시장)과의 관련을 정치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뮤엘스

(Samuels, 1987)는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를 ‘相互同意의 정치(the politics of

reciprocal consent)’라는 메커니즘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좋은 예로서 석탄정

책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리우(Uriu, 1996)는 산업구조적인 요소(노동력의 규

모와 산업의 집중도)와 이해당사자의 선호도(경제적 조정 또는 정치적 해결)에

따라 사양산업의 구조조정과정이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였다. 그에 의하면 대규

모의 노동력이 존재하고 집중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일본의 석탄산업과 섬유산

업은 가장 산업의 구조조정이 곤란하며 따라서 가장 정치적 해결을 선호하는 산

업부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사례연구는 섬유산업에 치우쳐있어 석탄산업에

대해서는 극히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전후 일본의 석탄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 연구에서는 상당한 연

구축적이 있다. 그러나 정책사 연구만으로 석탄산업사의 전체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기업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대응을 보이며 이러한 기업의 대응을 시야에

넣을 때만이 비로소 전체적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 전술한 우리우의 연구에 의

하면, 섬유산업과 석탄산업은 모두 정치적 해결을 선호하는 부문이나 양 산업의

전개상황은 사뭇 다르다. 석탄산업의 경우 탄광기업은 경영적으로 자립하지 못

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부 퇴출하여 석탄산업은 일본에서 소멸된 반면, 섬유산업

의 경우는 그 규모를 축소하여 가면서도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

업에 따라서는 혁신적인 전략하에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직물업의 경우 사양산업화하는 가운데도 혁신적 경영전략이나



에너지혁명하 일본탄광기업의 경영전략 45

적극적인 경영자가 있는 기업은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

다(脇村, 2004). 또한 면방직공업 부문에서도 전전의 대기업이 정체하는 가운데

新紡, 또는 新新紡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기술혁신 등을 통한 사업규모를 확대

하여 왔음이 지적되었다(米川, 1991).

섬유산업부문에서의 위와 같은 연구성과는 석탄산업의 경우에도 모든 탄광기

업이 퇴출하게 된 것에는 단지 정부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경영전

략, 또는 경영자의 경영자세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탄

광기업의 퇴출이라는 선택은 기업 외부의 경제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는

가, 아니면 경영자의 소극적 자세 또는 잘못된 경영전략에 의한 것이었는가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탄광기업의 경영전략에 관련되는 선행연구로서는 야다(矢田, 1975; 1977)의

선구적인 업적이 있다. 그는 각 탄광기업의 철퇴과정을 생산규모, 자본규모 및

자본계열(기업집단과의 관계)2), 자원의 부존조건과의 관련하에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탄광기업의 철퇴는 중소탄광에서 대탄광으로, 영세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열등지구서 우등지구로 진행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우는 지방의 전업탄광기업에

서 기업집단 계열의 탄광기업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 석탄산업의 사

양화에 직면하고 있던 탄광기업의 구체적인 경영전략, 예를 들면 합리화 외에도

제2회사화(열등한 탄광을 본체 기업에서 분리하여 관련회사화 하는 방식), 겸업

화(또는 다각화)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야다의 연구는 퇴출과정을 규모별 경영조건의 격차에 의해서만 설명하

고 있어 퇴출이 전략적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석탄산업의 불황에 따라 경영기반이

약한 기업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으로 진행되는 연속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으로서 진행된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구나, 퇴출장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구체적인 경영상황 - 생산성, 생산비, 수익구조 등 - 등에 대한 분석을 하

지 않고 있으며 경영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탄광기업의 경영상황 및 전략을,

각 탄광의 경영조건, 석탄산업의 산업구조적 특성 및 석탄정책과의 관련에서 검

토하고자 한다. 석탄정책이 석탄산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은 이미 전

술한 바와 같다.

산업구조적 특징으로서는 수요조건 및 퇴출장벽(exit barriers)의 높이가 중요

하다(Porter, 1980). 산업구조적인 특성이 당해 기업에 우호적이며 또한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 기업은 리더십을 추구하거나 니치(niche) 전략을 선택하는

2) 기업집단은 제2차대전 이후 형성된 6대 기업집단(三井, 三菱, 住友, 芙蓉, 三和, 第一勸

業)을 의미한다. 기업집단은 상호주식보유를 주된 방법으로 하여 여러 산업부문의 대기

업을 멤버기업으로 구성된 횡적인 기업간관계를 의미한다(橘川, 1992). 영어로는 흔히

keiretsu로 번역되나 하청계열과 같은 수직적 기업간관계와 구별하기 위해 ‘enterprise

group’(Ito, 1992) 혹은 ‘financial keiretsu’(Flath, 2000)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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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산업구조적 특성이 당해 기업에 적대적이며 그 기업이 경

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퇴출하는 것이 그 기업의 최선의

전략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혁명기 일본석탄산업의 산업구조는 석탄수

요의 급격한 감소와 높은 퇴출장벽으로 기업에 대단히 적대적인 것이었다.

각 탄광의 경영조건으로서 각 기업의 경쟁력(석탄부존조건, 생산규모, 자본규

모 등) 및 퇴출장벽, 그리고 경영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단, 본고는 탄광기

업의 일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고, 개별 기업레벨의 경영전략이

나 경영자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혁명은 195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본고는 분석 시기

를 편의상 1955년부터 73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주로 석탄정책기조의 변

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시기에 에너지 혁명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정부의

석탄정책기조가 합리화에 의한 재건노선에서 석탄산업으로부터의 철퇴노선으로

명확히 전환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오일 쇼크에 의해 석탄 가치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도 있었지만, 철퇴노선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석탄산업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수

급구조, 퇴출장벽, 산업조직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석탄정책의 내용

및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탄광기업의 경영 내용 및 전략에 대해 살

펴본다. 제5절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총괄하고 향후의 연구과제에 대해 언급한다.

Ⅱ. 산업구조

1. 수급구조

제2차대전 직후 2천만 톤대로 떨어진 일본의 석탄생산은 전후부흥 과정에서

급속히 회복하여 1951년에는 4천만 톤 대에 올라섰으며, 고도성장이 개시된 후

인 1961년에는 전전의 최고 생산량인 1940년의 5,631만 톤에 필적하는 5,541만

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0년 후인 1973년의 생산량은 1961년의 40%에도 미치

지 못하는 2,093만 톤에 불과하였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석탄생산의 급격한 감소는 이른바 ‘에너지혁명’으로 불리는 석탄의

석유에 의한 대체 때문이다. 국내탄이 제1차 에너지 공급에 차지하는 비율이 1955

년의 45%에서 1970년의 불과 8%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석유의 비율은 20%

에서 71%로 상승했다. 이러한 석탄의 석유에 의한 대체는 석유 이용의 편리함 때

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석유의 가격경쟁력 상의 우위에 근거하고 있었다.

석유가격은 국제석유시장의 경쟁격화, 원유수입의 자유화(1962년)와 함께 급

락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추이하였다. 1959년

에 킬로리터당 6,265엔이었던 원유의 CIF가격은 1970년에 4,083엔으로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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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했다. C중유의 도매가격도 같은 기간에 약 30% 하락했다. 화력발전용 연료

분야의 석유에 대한 석탄가격의 상대가격은 1959년에서 70년 사이에 1.14에서

1.49로 상승하였다(通商産業省, 1990: 493).3)

<표 1> 석탄생산량, 수요량 및 제1차 에너지 공급량 구성의 추이

자료: 『石炭時報』,『總合エネルギー總計』

국내석탄수요의 감소는 석유의 등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값싼 해외석탄의 수

입도 그 한 요인이었다. 석유의 공세에 대처하기 위해 탄광기업은 석유와 경합

하지 않는 원료탄의 생산에 주력하였다. 1959년에서 1970년 사이에 원료탄의 생

산은 1,063만 톤에서 1,276만 톤으로 증가하여 전 석탄생산의 20%에 미치지 못

했던 원료탄의 비중은 약 33%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에 그 대부분

이 원료탄인 해외탄의 수입은 562만 톤에서 5,095만 톤으로 약 9배나 증가하여

(<표 1> 참조), 국내의 코크스․高爐․가스용탄에서 차지하는 수입탄의 비중은

3) 칼로리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

연도
석탄생산량
(천톤)

수입탄
(천톤)

광부수
(천명)

제1차 에너지 공급구성비（％）

石炭 石油 水力 原子力

1940

1945

1950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56,313

22,334

39,330

42,515

48,281

52,225

48,489

47,886

52,607

55,413

53,587

51,099

50,774

50,113

50,554

47,057

46,282

43,580

38,329

31,728

26,979

20,933

20,292

18,597

996

3,151

4,136

6,020

4,315

5,617

8,591

12,026

10,834

11,626

13,641

16,936

20,201

26,459

34,043

43,392

50,950

46,342

50,661

58,049

64,576

62,339

348

278

288

298

283

256

231

198

159

123

113

107

100

92

81

65

48

38

29

24

23

22

49.2

41.5

27.3

20.7

16.4

20.2

37.7

58.4

70.8

73.2

21.2

15.3

11.3

6.3

5.8

0.0

0.0

0.0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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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에서 81%로 되었다. 해외원료탄은 국내원료탄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수입원료탄에 대한 국내원료탄의 가격비는 1960년대에 1.2의 전후에서 추

이하다 1973년에는 1.30으로 상승하였다(経済産業省九州経済産業局, 2001: 162).

2. 퇴출장벽

사양산업에서는 기업전략의 선택에서 특히 퇴출장벽의 높이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퇴출장벽이 높으면, 기업은 그 산업에 잔류하고 잔류기업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어 그 조정이 곤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석탄산업의 퇴출장벽은 높았으

며 그것은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포터에 의하면 퇴출장벽에는 방대한 고정자본(durable and specialized assets), 퇴

출의 고정비용(fixed costs of exit), 전략적 퇴출장벽(strategic exit barriers), 정보장

벽(information barriers), 경영적 혹은 정서적 장벽(managerial or emotional barriers)

및 정부 및 사회적 장벽(government and social barriers) 등이 있다(Porter, 1980:

259-265).

석탄산업의 경우, 특히 방대한 고정자산, 퇴출시의 고정비용, 정부 및 사회적

장벽이 컸다. 석탄산업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채취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상 산업에 비해 총자산 중에 고정자산이 점하는 비중이 큰 특징이 있다.

1960년의 경우, 석탄산업의 고정자산비율은 제조업의 45.09%보다 약 20포인트 높

은 64.12%였다(石炭経済研究所, 1962: 486). 더욱이 석탄산업의 고정자산은 다른

부문으로의 전용이 극히 곤란하였기 때문에 그 청산가치는 낮았으며 이것은 퇴출

장벽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다.

탄광기업이 퇴출시에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용, 예를 들면 광부 퇴직금, 鑛害

배상금 등은 방대한 금액이었다. 1962, 63년 당시의 폐산비용은 톤당 약 7천 엔,

1968년 당시에는 톤당 1만 엔에 달했다(石炭鉱業合理化政策史研究会, 1990: 111,

169). 즉 1968년의 경우 연산 50만 톤 규모의 탄광을 폐산하기 위해서는 50억 엔

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

한편, 석탄은 수력과 함께 일본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에너

지이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석탄광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 또한 폐산에 따르는 실업자의 발생, 산탄지역의 쇠퇴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었으며 정부는 그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석탄산업 노동자의 핵심은

중장년 남자 노동자였다. 이들은 대개 한 가족의 가장들이었으며 쉽게 다른 직

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실업은 사회

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며 실업자 대책으로 막대한 비용을 요하였다. 또한 석

탄산업은 지역적으로 규슈와 홋카이도에 집중되어 있어 탄광의 퇴출은 지역경제

의 급격한 쇠퇴를 가져오곤 하였다. 더구나 석탄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부문보다

도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석탄업자는 自民黨과 굵은 파이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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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으며, 석탄산업 최대의 노조인 日本炭鑛勞動組合(炭勞)은 당시 가장 강

력하고 전투적인 노동조합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몇 차례나 석탄대책을 수립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대책은 종종 탄광의 구원책 또는 연명책으로 이용되

어 결과적으로 퇴출장벽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높은 퇴출장벽의 존재는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었지

만, 모든 탄광기업이 동일한 높이의 퇴출장벽에 부딪혔던 것은 아니다. 석탄산업

에는 다양한 성격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퇴출장벽도 기업에 따라 다양하

였다. 따라서 석탄산업의 산업조직적 특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산업조직

석탄산업에는 다양한 성격의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 상층부에는

‘오테(大手)’라고 불리는 소수의 대기업이, 그 하층부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존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존재였으며 업계단체도

별도로 구성하고 있었다. 1948년에 발족한 日本石炭協會는 원래 기업규모의 대

소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탄광기업을 멤버로 한 업계단체였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중소탄광기업은 1951년 일본석탄협회를 탈

퇴하여 별도의 日本石炭鑛業聯合會를 발족시켰다. 이후 ‘오테’란 일본석탄협회의

회원 회사를 지칭하게끔 되었다. 전국석탄생산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오테’)의 비

율은 1957년에 65%였지만, 1974년에는 90%에 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 이질적인 성격 때문에 석탄수요의 감소에 대해 서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는 석탄광업의 합리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인 1950년대의 양자의 특징을 지적해 두겠다.

대기업은 대체로 우량탄광과 대규모탄광을 보유하고 있었다. 매장탄량, 탄질,

炭層의 부존상황 면에서 대기업이 보유하는 광구는 중소기업의 광구보다 우월하였

다. 또 대규모탄광은 거의 전부가 대기업의 소유였다. 1957년의 경우 연산 50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탄광(27광)은 전부 대기업(‘오테’) 소유였다(矢田, 1975: 72-73).

생산설비의 면에서도 양자 사이에는 뚜렷한 격차가 있었다. 1953년 규슈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당시 전후의 기술적 개량의 챔피언이라고 선전되던

鐵柱 및 캇페 설비가 중소탄광에서는 철주는 9탄광(2%), 캇페는 불과 2탄광에서

만 실시되고 있었다(九州經濟調査会編, 1955: 72). 또한 채탄방식에 관한 1958년의

전국적 조사에 따르면 선진적 방식인 장벽식 채탄에 의한 출탄비율이 대기업은

74.3%였음에 반하여 연산 3만 톤 이상 10만 톤 미만의 탄광에서는 40.0%, 연산 3

만톤 미만의 탄광에서는 21.1%에 불과했다(石炭経済研究所, 1962: 92-93).

그러나 1950년대에는 대기업 소속 대탄광의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률에서는 이렇다 할 격차가 없었다(그림 1, 2 참조). 1950년대까지는 대탄광에

서의 합리화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탄광은 지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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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부분을 채굴하고 있다는 이점에 더하여, 소박한 기술조건과 결합된 중소탄

광의 노동력상의 특질에 의해 생산능률을 올림으로써 대탄광과의 생산성격차를

좁힐 수 있었다. 기업별 또는 탄광별 생산능률의 규모별 격차가 현저히 나타나

는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그림 1. 규슈지역 대탄광기업과 중소탄광기업의 생산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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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福岡通商産業局(1962; 1966; 1971).

그림 2. 탄광규모별 생산능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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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평균임. 또한, 월1만 톤 이하 규모 탄광의 생산능률은 월7천-1만 톤, 월5천-7천 톤,

월3천-5천 톤, 월3천 톤 이하 규모 탄광의 생산능률의 단순평균임.

자료: 福岡通商産業局(1962)



에너지혁명하 일본탄광기업의 경영전략 51

노동력 구성을 보면, 중소탄광은 坑內夫 비율이 높다. 따라서 생산능률을 全

鑛夫, 坑內夫, 採炭夫 별로 산출하면, 후자 쪽으로 갈수록 대탄광 쪽이 높다(<표

2>참조). 중소탄광의 낮은 채탄부 능률을, 운반설비나 坑外설비의 절약에 의한

坑內間接夫 및 坑外夫의 높은 능률에 의해 커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전근대적 노사관계에 의한 장시간 노동이나 노동강도의 강화에 의해 중소탄광은

생산능률을 높였다.

<표 2> 대탄광과 중소탄광의 坑內夫比率 및 職種別生産能率

주: 대탄광은 ‘오테’기업 소유의 탄광

자료: 九州経済調査會編(1955: 77)

생산비면에서도 대탄광과 중소탄광 간의 격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1953년 1

월과 12월의 규슈 지역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대탄광의 송탄가능원가는 각각

톤당 4,487엔, 4,763엔으로, 북규슈지역 중소탄광(4,285엔, 4,242엔) 및 서규슈지역

의 중소탄광(4,785엔, 4,263)의 송탄가능원가보다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었다(九

州経済調査会編, 1955: 109). 중소탄광이 생산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70%에 불과한 저임금 때문이었다(石炭経済研究所, 1962: 407). 즉 1950년대까지

대탄광은 생산비면에서 반드시 중소탄광을 압도할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

었다고는 하기 어렵고, 대탄광의 이점 - 부존상황, 탄질, 근대적인 채탄법 - 에

대해 중소탄광은 저임금으로써 대항할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상과 같은 차이는 에너지 혁명의 진행과 석탄수요

의 하락이란 사태에 직면하여 서로 다른 대응양식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거

대한 광구를 소유하고 더욱이 거액을 투자하여 채탄방식이나 생산설비의 근대화

를 도모하고 있던 대기업은, 별다른 설비 없이 지표면에 가까운 곳을 주로 노동

력에만 의지하여 채굴하고 있던 중소기업에 비해, 그 퇴출장벽이 높다. 따라서

설비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의 삭감이 기대된다면 대기업은 퇴출보다

는 합리화투자에 의한 존속을 선택할 것이 예상된다. 반면, 퇴출장벽이 상대적으

로 낮고 설비투자의 여지가 적은 중소기업은 보다 용이하게 퇴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坑內夫比率

（％）

生産能率

全鑛夫 坑內夫 採炭夫

大 中小 大 中小 大 中小 大 中小

1952年 9月

1953年 12月

1954年 9月

64.3

65.7

66.1

66.9

68.6

69.7

10.5

11.4

11.8

7.8

10.2

10.5

16.3

17.4

17.8

11.7

14.9

15.1

60.1

63.9

31.4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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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석탄정책

일본 정부는 1955년에 ‘석탄광업합리화 임시조치법’(이하 합리화법으로 약칭)

을 공포, 시행하였다. 이로써 일본경제가 제2차대전 직후의 통제경제에서 시장경

제로 복귀한 이후 최초로 본격적인 석탄정책이 실시되었다. 합리화법의 시행 이

후, 수차의 석탄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중에 석탄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은 점

차 변질되어 갔다. 일찍이 야다(1977)는 석탄정책의 전개과정을 ‘경쟁적 공존기’,

‘한정적 보호기’, ‘점차적 철퇴기’의 3기로 나누어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는 야다

의 시기구분을 보완하면서 1955년의 합리화법의 제정에서 1968년의 제4차대책

(1973년까지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석탄정책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1. 炭主油從下의 합리화

합리화법은 당시의 高炭價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5년간에 걸친 합리화계획에

기초하여, 이른바 ‘스크랩 앤드 빌드(scrap-and-build)’ - 수직갱의 개발, 기계화

의 추진, 비능률탄광의 매수, 갱구개설의 허가제 등 - 의해 20%의 탄가 인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합리화법을 보완하기 위해 ‘중유보일

러 규제법’을 10년 시한법으로 제정하여 중유소비를 억제하고자 했다.

합리화계획은 1960년도의 생산목표를 1954년도의 실적 4,300만 톤 보다 약

20% 많은 5,100만 톤으로 설정했다. 5,100만 톤이라는 생산목표는 증가하는 에

너지 수요를 국내자원 즉 석탄 중심의 에너지 공급에 의해 충당하고자 하는 것

으로서, 보일러규제법에 의한 중유소비의 억제와 함께 炭主油從정책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합리화법은 한편에서는 합리화대책의 성격으로 가지면서도 다

른 한편에서는 석탄수요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 시점에서 정책당국이

석탄산업을 사양산업으로서 파악하는 인식은 희박하였다.

더욱이 합리화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된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석탄수요의 증

가로 석탄공급의 확대가 요청됨으로써 수직갱의 건설이나 기계화에 의한 합리화

라는 당초의 취지는 더욱 빛바래게 되었다. 57년 5월의 기본계획의 개정시, 59년

도의 생산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750만 톤 많은 5,700만 톤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1957년 12월의 각의결정을 본 신장기경제계획은 ‘탄주유종’방침에 따라 1975년도

국내공급탄 7,200만 톤을 상정하였다. 이 선에 따라, 1958년 4월 국회에서 가결

된 합리화법 개정안은, 합리화계획의 최종연도를 1967년으로 하고 생산목표를

6,900만 톤으로 대폭 올렸다. 수급사정이 핍박해지는 중에, ‘스크랩 앤드 빌드’에

의한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합리화법의 취지가 ‘증산을 통한 합리화’라는 방향으

로 궤도수정된 것이다(通商産業省, 1991a: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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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油主炭從’ 하의 경쟁적 공존

새로운 합리화계획이 시작된 1958년에 석탄업계는 심각한 불황을 맞이하였

다. 더욱이 1958년말부터 경기는 호황국면에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석탄수요는

전혀 회복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산에 의한 합리화’를 추구한

기존 석탄정책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정책의 내용은 59년 12월 19일에 발표된 석탄심의회 기본문제부회 중

간보고(部會長이 아리사와 히로미(有澤廣巳)였기 때문에 ‘아리사와보고’라고 한

다)에서 발표되었다. 아리사와보고는 석탄불황의 원인을 경기변동에 수반되는 일

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대책의 기본은

경합재와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

로는 합리화의 목표로서 1963년도까지 탄가를 1200엔 인하할 것과 이를 위해

‘스크랩 앤드 빌드’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63년도의 생산목표

는 5,000만 톤에서 5,500만 톤 사이로 상정되어 75년도 7,200만 톤 출탄체제를

목표로 한 장기경제계획은 방기되었다.

아리사와보고는 정책당국이 처음으로 석유 의존의 불가피성을 공적으로 인정

하고 ‘유주탄종’에의 전환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석탄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

는 것이었다. 야다(矢田, 1977: 107)는 이를 ‘유주탄종’하의 ‘경쟁적 공존’정책으로

파악하였는데, 여기서의 ‘경쟁적’이란 표현에는 약간의 단서가 필요하다. 하인

(Hein, 1990: 317)은 아리사와가 경쟁적 시장이 일본경제 속에서의 석탄산업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아리사와보고가 석유와 ‘경쟁가능한’ 탄가를 우선 추정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하

는 석탄생산규모를 산출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생산규모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중유 보일러 규제와 같은 정부

에 의한 석탄수요확보정책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탄광기업간 경쟁이

란 발상은 전혀 없었다. 아리사와 보고는 석유와의 경쟁의 불가피성을 지적한

것뿐으로 석탄산업의 장래를 시장에 맡겼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3. ‘한정적 보호’ 정책 - 사회정책으로서의 석탄정책

1960년부터 시작된 탄가 1,200엔 인하 합리화계획은 개시 후 1년여에 큰 곤

란에 직면했다. 첫째, 무역자유화의 조기 실시와 국제석유시장에서의 경쟁격화에

의해 경합 에너지인 석유 가격이 예상 이상으로 급락한 점, 둘째, 이케다(池田)

내각의 ‘국민소득배증계획’ 하에 물가가 크게 올라 석탄 생산코스트의 상승을 가

져왔다는 점이 그 직접적 요인이었다. 더욱이 합리화계획의 본격적 실시는 노사

관계의 긴장을 가져왔다. 1960년의 ‘미이케(三池)쟁의’ 이후 합리화계획 실시에

따른 실업자의 급증 및 산탄지역의 피폐를 배경으로 炭勞는 노동운동의 타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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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에서 정부정책으로 전환한 이른바 ‘정책전환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탄로의 새로운 노동운동은 광부실업문제에 대한 국민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킴

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보다 사회복지적인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Hein, 1990: 324).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1961년 후반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정부

는 61년 12월에 정리촉진교부금제도를 채용하여 비능률탄광의 매수, 정리대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정책적 성격이 강한 법제도를 정비, 강화하였다.4)

또한 제1차석탄광업조사단(단장은 아리사와 히로미)을 발족하여 탄광의 실태를

조사하여 새로운 석탄정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1962년 10월에 발표된 조사단의 답신대강(제1차답신)은 석탄정책의 사회정책

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제1차답신은 “석탄이 중유에 대항할 수 없는 것

은 이미 결정적”임을 인정하고, “단순한 경제합리주의의 입장이 아닌, 석탄광업

의 위기가 초래하는 국민경제적 손실과 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석탄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로써 이후의 석탄정책은 “경합 에너지와 가격 면에

서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 일방적 폐산합리화정책에서 전환하여, 석탄이

중유에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석탄광업의 붕괴가 초래할 사회적 마찰 등

에 눈을 돌린 폭 넓은 정책”이 되었다(通商産業省石炭局編, 1968: 53).

이러한 기본방침의 전환은 합리화법의 개정(63년 3월)에 의한 탄광노동자 재

취직계획작성의 의무화, ‘탄광이직자법’의 개정(63년 3월), ‘산탄지역진흥사업단

법’의 개정(63년 3월)에 의해 제1차석탄대책 중에 실현되었다.

4. 석탄산업으로부터의 점차적 철퇴

제1차답신에 기초한 제1차석탄대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훨씬 상회하

는 폐산이 발생하는 등 석탄산업의 위기가 더욱 심각화 됨에 따라 정부는 64년

8월의 각의에서 제2차석탄광업조사단의 파견을 결정했다. 동년 12월에 제출된

제2차조사단의 답신(제2차답신)은 특히 기업경영의 악화를 중시하여 탄가의 인

상과 이자보급제도의 창설에 의한 경리개선대책의 강화에 그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제2차대책의 실시 후도 출탄의 부진이 계속되고 탄광기업의 경리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1965년 6월 석탄광업심의회에 대해 석탄산업의

발본적 대책을 자문하여, 심의회는 1966년 7월에 답신(제3차답신)을 발표하고 이

에 근거하여 제3차석탄대책이 실시되었다. 제3차답신의 골자는 약 1,000억 엔에

이르는 탄광기업의 채무를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대신 상환(이른바 ‘肩代わり’)하

4) 실업자대책으로는 이미 1959년에 ‘탄광이직자임시조치법’이 성립되어 이에 기초하여

‘탄광이직자원호회’가 설립되었으나, 1961년 6월에 ‘고용촉진법’이 새로 제정되어 ‘원호

회’는 ‘고용촉진사업단’으로 발전적으로 해소되었다. 또한 동년 11월에 ‘산탄지역진흥임

시조치법’, 1962년 4월에 ‘산탄지역진흥사업단법’이 잇달아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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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탄광기업의 경영기반을 확립하고 연 5,000만 톤 출탄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답신의 전제로 된 5,000만 톤의 출탄유지는 67년 2월에 발표된 총합 에네르

기조사회의의 에네르기정책의 기본방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동조사회의

답신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구조는 석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

여, 종래의 ‘유주탄종’정책에서 ‘석유전면의존’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하였다. 따

라서 석탄산업에서의 점차적인 철퇴가 필요했으며, 출탄목표를 5,500만 톤에서

5,000만 톤으로 규모를 축소한 것은 그 제1보라고 할 수 있다.

석탄산업의 급격한 붕괴를 방지하면서 점차적인 철퇴를 실행하는 수단이 재

정자금에 의한 탄광기업 채무의 변제를 중심으로 하는 ‘석탄기업의 경영기반 확

립’이었다. 3차답신은 “안정대책에 의해서도 그 존립이 곤란한 기업은 쓸데없는

적자경영을 계속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 진퇴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경

영재건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철퇴를 촉구했다.

1968년 4월에 발표된 제4차답신은 점차적 철퇴노선을 더욱 분명히 천명하였

다. 동 답신은 “오늘날의 석탄산업은 이미 자력재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석탄관계 종업원을 비롯해 산탄지역의 경제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인만

큼, 폐산, 축소는 가능한 한 완만히 실시되도록 배려해야한다”고 하여 ‘완만한’ 폐

산이란 표현으로 점차적 철퇴노선을 명확히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급격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교부금’의 교부(재정자금에 의한 제2차 채무변제) 등의 재건

을 위한 교부금이 강화되는 한편 철퇴를 촉진하는 조치로서 ‘폐산교부금 인상’과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제안하였다. 특히 제4차답신에 기초하여 69년 5월에 제정

된 석탄광산정리 특별교부금제도는 개별 탄광의 폐산이 아닌 기업 자체가 해산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후 이 제도를 이용한 대기업의 철수가 잇달았다.

제4차답신은 대책 기간 중의 폐산예정량이 극히 유동적이라는 이유에서 목표

년도(1973년도)의 출탄수량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3,500만 톤 정도를 상정하고 있

었다. 이것은 1973년도부터 실시된 제5차대책에서 다시 2,000만 톤을 하회하지

않는 수준으로 대폭 하방조정되었다.

단, 제5차대책 이후의 석탄정책도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가 아닌 완만한 철

수를 의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수요의 정책적 확보나 자

금지원 등의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여 80년대 전반까지도 2000만 톤에서 1000만

톤 정도의 산탄규모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폐산이 불가

피한 경우에도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집중적 폐산을 회피하고

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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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탄광기업의 경영전략

1. 설비투자에 의한 합리화

사양산업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는 과감한 설비투자에 의한 

합리화를 단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후의 탄광기업은 대체로 설비투자에 적극

적이지는 않았다. 원래 탄광기업은 설비투자에 의한 합리화에 소극적이며 장기적

인 전략없이 단기적인 이윤의 획득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종종 비판 받아왔다. 사

실 1950년에서 56년까지의 설비투자수준은 연간 평균 130억 엔 정도로 이것은 대

체로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확대재생산의 조건은 거의 보이지 않았

다(有澤, 1960: 313).

1957, 58년도의 설비투자는 300억 엔대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합리화투

자라기보다는 1957년에 성립한 장기석탄생산계획에서 예상한 장래의 시장확대를

근거로 추진된 증산을 위한 설비투자의 성격이 강했다(有澤, 1960: 316). 그러나

이후 이러한 설비투자의 확대는 계속되지 않았으며, 석탄산업의 구조적 불황이

명백해지기 시작하는 59년경부터 설비투자는 합리화투자를 중심으로 200억-300

억 엔대에서 움직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탄광기업설비투자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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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은 개발은행융자와 합리화사업단의 근대화자금이 합계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編(2002). 石炭鑛業合理化事業団編(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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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합리화법 아래 추진된 합리화계획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石炭年鑑』에 의하면, 1960년도는 33억 엔, 63년도에는 82억 엔의 부족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각각 계획의 12%, 18%에 달했다(大同通信社, 1961; 1964).

설비투자가 합리화계획의 목표에 미달한 것은 민간금융기관의 소극적 융자태

도에도 기인한다. 1960년대 초기에 이미 석탄산업의 사양산업화를 의식한 민간

금융기관의 투자의욕의 저하나 융자태도의 경화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大同通信

社, 1962). 그 결과 설비자금에 중에 정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1950년대 후반의 정부자금의 비율은 10%대였지만 60년대에 들어 60%대로 상승

하고 67, 68년에는 무려 80% 가까이 차지하였다(그림 3 참조). 이것은 이 시기

의 설비투자가 사업확대를 겨냥한 기업측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

부 정책에 추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설비투자는 생산능률의 향상을 가져왔다. 1950년도에 9.1톤(일인당 월생산량.

이하 동일)이었던 생산능률은 59년도에는 14.9톤으로 증가했는데, 이 시기의 생

산능률의 향상은 생산량 증가에 힘입은 바가 컸다. 생산능률은 1960년대에 들어

서면서 크게 향상되어 65년도에는 38.1톤, 73년도에는 68.2톤에 달하였는데, 이것

은 ‘스크랩 앤드 빌드’에 의한 합리화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결과였다(그림 4

참조). 즉, ‘스크랩’에 의해 생산능률이 낮은 탄광이 폐산되는 한편, ‘빌드’ 즉 설

비투자에 의한 합리화가 진행된 결과였다. 설비투자에 의한 합리화는 주로 대탄

광에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1960년경을 경계로 대탄광기업과 중소탄광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그림 1, 2 참조).

그림 4. 톤당 수입, 생산비 및 생산능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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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입 및 생산비는 대기업만의 수치. 수입은 판매액에서 운임 및 판매비를 제한 값이며, 생산비

는 생산원가에 본사비와 이자를 더한 값이다.

자료: 수입 및 생산비는 石炭鑛業合理化事業団編(1976), 생산능률은 日本産業技術振興協會(1974)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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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률의 향상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생산비의 하락에 기여하였다. 1958

년도에서 63년도까지 생산능률(전국 평균)은 13.9톤에서 31.3톤으로 상승하고, 이

에 대응하여 생산원가(톤당 송탄원가, 대기업만)는 같은 기간에 5,212엔에서

3,755엔으로 하락하였다(그림 4 참조). 그러나 1964년도부터는 생산능률의 상승

에도 불구하고 생산비는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미 50년대 말

부터 적자상태였던 탄광의 수익구조는 1960년대 중반 이후 현저히 악화되었다.

탄가의 인상에 의한 탄광기업의 수익개선을 꾀했던 제2차석탄대책 직후인 1965

년도에 톤당 손실은 122엔까지 축소하였지만 그 후 다시 확대하기 시작하여 73

년도에는 2,358엔에 달했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

고 해소할 수 없었다.5)

그림 5. 석탄 원가구성비의 추이(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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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가구성비는 대기업(‘오테’)의 반기별 평균원가에 의해 산출했음.

자료: 日本石炭協會九州支部資料.

5) 1973년도의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자 보급금, 재건교부금, 안정보급금 등)은 톤당

1,799엔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톤당 2,358엔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었으며 탄광기업은

결국 톤당 660엔의 손실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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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생산비의 추이는 적어도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생산능률의 상승

이 임금을 비롯한 제 경비의 상승을 커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생산원가구성

추이를 보면(그림 5 참조), 물품비의 구성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60년대 전

반에는 크게 줄었던 노무비의 구성은 60년대 후반에는 미미한 감소가 있을 뿐이

었다. 반면 이자, 감가상각, 경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자비용

비중의 증대는 합리화투자나 폐산비용을 위한 다액의 차입금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1961년도에 1,030억 엔이었던 차입금잔고는 65년도에는 2,000억 엔으로 팽창

하였다(石炭鑛業合理化事業団編, 1976). 감가상각 비중의 상승은 합리화투자의 증

대에 따른 것이며, 경비 비율의 증가는 배상비 등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상의 설비투자의 동향 및 그 성과를 볼 때, 탄광기업은 대탄광을 중심으로

1950년대 말부터 합리화투자를 늘렸으나 그 수준은 합리화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합리화투자를 실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1960년대

중엽부터 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생산비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설비

투자에 의한 경영재건은 사실상 포기되었다고 판단된다. 60년대후반에도 설비투

자의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으나 그 태반이 정부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탄

광기업의 소극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퇴출

석탄산업과 같은 사양산업에서 퇴출은 가장 유력한 전략이다. 실제로 그림 6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탄광수는 석탄산업이 점차 구조적 불황의 모습을 띠

기 시작하던 1958년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이후 일관하여 감소하였다.

폐산의 상황을 규모별로 보면 연산 15만 톤 이하 중소탄광의 철퇴는 1960년

대 전반에 일단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차석탄대책이 시행된 1963, 64년

도에는 각각 172, 114라는 대폭적인 탄광수의 감소가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연

산 15만 톤 이하의 탄광이었다. 한편, 연산 15만 톤 이상인 탄광의 폐산은 60년

대 후반에 되어 본격화되었다. 1960-65년 사이에는 폐산한 탄광이 4에 불과했지

만, 65-70년 사이에는 10, 70-73년 사이에는 다시 13의 탄광이 폐산했다. 중소탄

광기업의 보유탄광은 대개 1, 2의 탄광을 보유할 뿐이기 때문에 규모별 탄광수

의 추이는 규모별 기업수의 추이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된다.6)

전술한 바와 같이 1950년대 말까지 큰 차이가 없었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능률 격차는 1960년대에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중소탄광기업의 생산비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나, 이러한 생산성의 현격한 격차는 생산비의 격

6) 1953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연산 1만 톤 이상의 경영규모인 중소탄광기업은 127사로

199개의 탄광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연산 1만 톤 미만의 경영규모인 영세탄광기업은

274사로 291개의 탄광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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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중소기업은 노동강도의 강화나 저임금에 의

한 비용 절감으로는 탄가의 하락에 대항할 수 없었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퇴출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영상의 곤란에 직면하여 퇴출이

란 선택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탄정책도 중소기업의 퇴출을 용이하

게 했다. 특히 제1차석탄대책의 실시와 함께 탄광정비정책이 대폭 확충(정리교

부금제도)된 것이 1963, 64년의 중소탄광의 대량 폐산을 가져왔다.

대기업의 본격적 퇴출은 60년대 중반이후 시작되었다. 이 시점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설비투자에 의한 생산비절감을 통해 탄가 하락에 대항하고자 한 ‘빌드

업’ 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음이 명료해진 시점과 일치한다. 즉 합리화투자

에 의한 경영재건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퇴출이며 이 때의 전략목표는 가급적 퇴출비용을 기업 외부로 전가시키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제3차대책 이후 취해진 기업 채무 상환에 대한 자금지원이라

든가 탄광정비정책의 대폭적인 확충은 대기업의 이러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제4차대책에서 실시된 탄광정비정책의 확충(석탄광산정리 특별

교부금제도)은 퇴출비용을 크게 낮추어주는 것으로 그 정책 실시 후 대기업의

퇴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6. 규모별 탄광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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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日本産業技術振興協会(1974)로부터 작성.

대기업의 퇴출과정에는 이 외에 다음의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대기업

은 이미 60년대 전반부터 소유 탄광을 폐산하기 전에 이들을 분리하여 ‘제2회사’



에너지혁명하 일본탄광기업의 경영전략 61

화하는 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대기업은 14의 탄광을

‘제2회사’화 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1973년까지 폐산하였다. 야다에 따르면, 제2

회사화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었다(矢田, 1975: 124).

① 직속탄광의 폐산시의 퇴직금지불을 위한 퇴직금충당금이나 본사비 부담의 소

멸과 같은 경리상의 유리성

② 중소탄광 수준의 임금인하에 의한 노무비의 절감

③ 폐산과 그 후의 신회사의 발족에 의한 대폭적인 인원정리가 가능

④ 노동조합의 약체화7)

<표 3> 자본계열에 의한 대기업의 분류

주: 탄광수, 생산량은 1957년도, 자본금은 1958년 3월말.

자료: 矢田俊文(1977)에서 작성.

7) 도키다(戶木田, 1989: 332-33)의 조사에 의하면, 미쓰이광산은 야마노(山野)탄광을 제2

회사(주식회사山野광업소)화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무비용을 삭감했다고

한다. 첫째, 기존 조합을 해산하여 炭勞에 가입하지 않은 노사협조적인 조합을 만들었

다. 둘째, 새로운 협정에 의해 임금이 약 2할 절하되었다. 실제의 평균 월수입은 4할

가까이 절하되었다. 셋째, 본공노동자와 차별되는 조건으로 노동하는 하청 組夫가 도입

되었다. 組夫는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는 조부의 취업

중의 사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조부의 임금은 직할광부의 70%에 불과했으며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명
퇴출과정
(1964-1980)

자본금
(100만 엔)

탄광수
생산량
(천 톤)

제1그룹

三井鉱山

三菱鉱山

北海道炭鉱船

住友石炭鉱業

古河鉱業

73. 8 석탄부문 분리

69.10 석탄부문 분리

78.10 3사로 분리

69. 5 겸업부문 분리

70. 1 석탄부문에서 철퇴

3,000

2,700

2,000

2,400

2,100

6

14

8

6

5

6,440

4,929

3,688

2,230

1,442

제2그룹

太平洋炭鉱

松島炭鉱

雄別炭鉱鐵道

73. 4 松島興産의 자회사로 됨

70. 4 해산

400

300

720

1

1

3

848

655

1,046

제3그룹
宇部興産

日鐵鉱業

70. 1 석탄부문에서 철퇴

72. 3 석탄부문에서 철퇴

6,000

300

3

5

1,943

1,650

제4그룹

常磐炭鉱

大日本炭鉱

日本炭鉱

70. 7 常磐興産의 자회사로 됨

67.10 해산

71. 4 해산

400

150

330

2

2

5

2,179

299

1,573

제5그룹

明治鉱業

貝島炭鑛

麻生産業

大正鉱業

杵島炭鉱

69. 5 新明治설립(72 해산)

77. 1 해산

69. 4 해산

64.12 해산

69. 6 해산

1,320

550

700

130

200

10

1

4

1

3

1,804

1,260

956

509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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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제2회사화는 생산설비의 일부를 본사로부터 분리하여 본체의 경영부

담을 가볍게 하고 제2회사에서는 낮은 임금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퇴출장벽 때문에 즉각적인 퇴출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투자에 대한 당

장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쥐어짜기 전략(milking strategy)이라고 할 수

있다(Harrigan, 1988: 14).

두번째로 주목되는 점은 가장 늦게까지 석탄산업에 잔류한 기업들은 구재벌

계 기업으로서 전후 새로이 형성된 기업집단의 멤버기업이거나 또는 기업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란 점이다. 야다(矢田, 1977: 153)는 자본계열 상의 차

이에 주목하여 대기업을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구재벌계인 제1그룹의

기업은 1973년의 경우 후루카와(古河)광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조직변경은 있

었지만 석탄생산을 계속하고 있었다(<표 3> 참조). 반면, 기타 그룹의 기업들은

태평양(太平洋), 마쓰시마(松島), 조반(常磐), 가이지마(貝島)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탄부문에서 철퇴하였다. 특히 일정 지역에 생산기반을 둔 석탄전업기업들 중

심인 제5그룹 기업들은 가이시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퇴출하였다.8)

야다는 모처럼 자본계열별 분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계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제1그룹이 가장 늦게까지 존속한 이유

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논리와 동일한 논리로 설명하

고 있다. 즉 제1그룹 기업들의 생산규모, 자본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늦

게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그룹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최후까지 석탄산업 잔류를 선택한 것

은 규모별 격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개별 탄광규모를 보면, 제5

그룹 기업 소유의 탄광중에는 제1그룹 기업소유의 탄광에 필적하는 생산규모나

고용규모를 가진 탄광들도 있었다. 또 이들 사이에 생산성이나 생산비 상의 현

저한 격차가 존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그룹 기업들이 최후

까지 잔류하게 된 데에는 그들의 자본계열적 특징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1그룹의 기업은 구재벌계 기업으로서 전

후에는 기업집단의 멤버기업이거나 기업집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기업들이다.

즉 기업집단의 멤버라는 점이 이들 기업의 경영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 다각화

탄광기업은 폐산을 하는 한편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각화의 시도는

이미 1950년대 초반부터 보이고 있다. 우선, 대기업들의 대차대조표 상의 투자항

8) 제2그룹은 구재벌계이며 전후에도 기업집단과의 관계가 깊은 기업들, 제4그룹은 전전

에는 재벌계였지만 전후에는 계열에서 이탈한 기업들이며, 제3그룹은 어느 쪽에도 분

류하기 어려운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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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통해 다각화의 진행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차대조표의사외투자항목의 움직임은 다각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 1950

년도말의 대기업 18사의 사외투자총액은 6억 엔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것은 사용

총자본의 0.6%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후 사외투자는 점차 증가하여 1958년도에는

239억 엔, 9.2%에 달하였다(有澤, 1960: 315). 1966년도의 대기업 17사의 사외투자

액은 975억 엔에 달하여(通商産業省石炭局編, 1968: 212), 1958년에서 66년까지의

8년간에 사외투자액은 4배가 넘게 증가했다. 1950년대에 이미 다각화의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60년대에 들어와 한층 더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사외투자의 증가는 반드시 다각화 전략의 결과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외투자는 고객기업의 주식보유, 구재벌계 기업인 경우 동계 기업의 주식보유

및 기타 관련회사에 대한 투융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앞의 두 항목은

다각화투자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회사 항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표 4>는 1960년대의 몇몇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총자본에 대한 투자항목

금액의 비율 및 투자항목 중의 관계회사 주식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부금의 비

율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관계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은 적고 더욱이 큰 변

동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회사에 대한 대부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한다.

<표 4> 총자산에 대한 투자, 관계회사주식, 관계회사장기대부금의 비율(%)

자료: 각사의 『有價證券報告書』로부터 작성

1961 1964 1966 1968 1971

三井

投資 10.4 10.8 25.8 27.6 30.4

柱式 2.8 2.8 4.7 4.3 7.1

長期貸付金 3.4 5.0 18.9 21.0 20.2

三菱

投資 17.6 17.0 21.2 20.3

柱式 1.9 6.4 5.4 5.3

長期貸付金 4.9 4.7 10.7 8.9

住友

投資 24.4 33.2 37.2 27.6 29.7

柱式 2.5 1.1 1.7 1.8 2.6

長期貸付金 4.7 10.9 25.6 25.8 26.1

明治

投資 15.8 22.5 28.9 38.3

柱式 1.3 5.2 6.9 6.6

長期貸付金 2.8 9.5 14.7 21.1

具島

投資 3.6 11.6 24.4

柱式 0.3 0.3 0.4

長期貸付金 0.0 0.0 0.0

日炭

柱式投資 9.9 10.7 23.0 27.0

柱式 0.1 1.0 1.1 1.7

長期貸付金 4.3 4.2 19.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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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지마(貝島)탄광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관계회사에 대한 장기대부금은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했다. 단, 여기에는 산하 탄광

을 제2회사화하는 과정에서 제2회사에 대한 대부금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쓰이(三井)는 63년에 야마노

(山野), 64년에 다가와(田川)를, 미쓰비시(三菱)는 65년에 비바이(美唄), 스미토모

(住友)는 61년에 다다쿠마(忠隈)를 제2회사하고 있는데, 1966년도의 장기대부금

비중 증가는 이들 제2회사에 대한 대부금 증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 스미토모

의 경우에는 58년에 경영권을 취득한 기네시마(杵島)탄광에의 대부금이 증가했

다. 1966년도의 경우, 이들 제2회사 및 산하 탄광기업에 대한 대부금의 대부금

총액에 대한 비율은 미쓰이 12%, 미쓰비시 67%, 스미토모 69%에 달했다. 그러

나 메이지(明治)나 닛탄(日炭)의 대부금 증가는 건설업이나 대리석업으로의 진출

에 의한 것으로 다각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다각화는 기업마다 다양한 전개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1960년대

에 들어와 한층 더 큰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재무제표상의 숫자만

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 다각화투자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개별 기업의 다각화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재벌계 대기업 3사

(미쓰이광산, 미쓰비시광업, 스미토모석탄)의 社史를 통해 이들 기업의 다각화과정을

검토하여 보았다(三井鉱山株式会社, 1990; 三菱鉱業セメント株式会社, 1976; 住友石炭鉱

業株式会社社史編纂委員会, 1990).

미쓰비시는 1952년에 이미 다각경영에 의한 경영기반의 확대 및 강화를 목적

으로 조사부를 설치하고 조사부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1954년에 시멘트부문에

진출했다. 그 후 조사부는 폐지되었지만 1955년 합리화법안의 시행에 대응하여

다시 설치되어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스미토모도 1954년에 이미 본

점에 ‘조사실’과 이에 조언을 하는 ‘사업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석탄산업으로부

터 파생되는 신규사업을 모색했다.

이처럼 대탄광기업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다각화를 의식적으로 추진

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본격화한 것은 50년대 말부터이다. 3사의 사사에서 확인

되는 1951-57년 사이의 다각화의 사례는 미쓰이가 5, 미쓰비시가 9, 스미토모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1958-64년 사이의 다각화 사례는 각각 27, 10, 11(순서 동

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미쓰이의 경우는 1960년의 미이케 쟁의 이후 많은 관

련회사를 설립한 것이 눈에 띈다.

비교적 다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다각화를 시도한 부문은 시멘트, 코크스, 운

수, 건설부문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자된 시멘트부문에는 3

사가 모두 진출한 점이 주목된다. 미쓰비시시멘트는 미쓰비시광업과 20개의 동

일 그룹 소속 기업의 공동출자로 설립되었다. 미쓰이시멘트 역시 미쓰이 광산과

13개의 미쓰이 그룹 기업, 그리고 오노다(小野田)시멘트의 공동출자로 설립되었

다. 스미토모시멘트의 설립경위는 다소 복잡하다. 스미토모시멘트는 후쿠시마(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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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시멘트, 이와기(磐城)시멘트, 스미토모석회광업의 합병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후쿠시마시멘트는 스미토모기계 외 스미토모계 4사에 의해 62년에 설립된 회사

이며, 스미토모석회광업은 스미토모석탄의 석회산업을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이

다. 스미토모시멘트도 스미토모계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임에는 다

를 바 없다.

야다(矢田, 1977: 175)에 의하면, 다각화에는 두개의 패턴이 보인다고 한다.

하나는, 자신의 기업내부에 있던 탄광기계부문, 토목건설부문, 석탄운송부문, 발

전화학 등의 부제품부문, 일용품판매부문 등을 자립시켜 별개의 기업으로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시멘트, 부동산부문, 관광부문과 같이 직접 탄광과는 관련이

없지만 향후 급속이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진출하는 것이다. 전자, 즉

본체에서 스핀 오프한 것들은 발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규모였으며, 후자는

시멘트부문과 같이 비교적 거액의 투자를 요하였다.

4. 기업집단의 역할

전술한 바와 같이 탄광기업 중에 최후까지 잔류한 것은 구재벌계 기업으로서

전후 새로이 형성된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이었다. 기업집단은 이들 기업의 경

영전략의 선택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멤버기업이 기업집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자금적 원조, 공동출자에 의한 다각화, 이직자의 수용 등이

생각된다.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자금적 원조는 대부, 채무보증, 주식처분, 이자 보조, 저

리 융자, 변제연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레스비럴(Lesbirel, 1991: 1086)

은 1982년에서 85년까지의 석탄산업에 대한 자금적 원조를 기업집단, 소비자부

문, 정부부문별로 산출하고 최대의 자금지원자는 기업집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탄광기업의 가장 중요한 장기차입금의 차입처별 구성에서도 기업집단 소속기

업의 유리함을 추찰할 수 있다. <표 5>는 1960년대의 대기업 6사의 장기차입금의

차입처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합리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1961

년도말에는 기업집단 멤버기업(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과 비기업집단계 기업

(메이지, 가이지마, 닛탄)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1968년도 말에는

기업집단 멤버기업은 민간은행의 비중이 크고 더욱이 동일 계열의 금융기관에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일계 은행융자가 그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

을 완화시켜 그들의 존속,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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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장기차입금 중 민감금융기관분의 비중(%)

주: ( )는동일계열 금융기관 및 기업으로부터의 융자비율. 1970년도의 스미토모의

경우, 住友金屬鑛業 융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각사의『有價證券報告書』로부터 작성.

자금적 원조 외에, 이직자 대책에서도 기업집단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

를 들면, 미쓰이광산은 1959년 10월 임시취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쓰이그룹

각사를 비롯해 거래처, 직업안정국 등에서 널리 일자리 개척에 노력했다(三井鉱

山株式会社, 1990: 319). 미쓰비시광업의 경우에는 이직자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1959년 11월 미쓰비시그룹 각사의 사장으로 구성되는 금요회의 석상에서 그룹

각사에 협력을 요청했다(三菱鉱業セメント株式会社, 1976: 609). 스미토모도 1959년

경부터 그룹 기업에의 취직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제1차취직알선의 경

우, 알선자 약 1,600명, 알선회사는 백수십사에 달했으며 주된 취직 알선처는 스

미토모그룹의 일본전기, 스미토모금속이었다(住友石炭鉱業株式会社社史編纂委員

会, 1990: 348-349).

마지막으로 기업집단은 다각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술한 탄광기업의

시멘트산업 진출은 다각화를 위한 계열기업과의 공동투자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석탄산업의 재건에 대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조차 기업집단이 멤

버기업인 탄광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집단은 될 수 있는 한 조속

히 당해 기업을 청산하고 석탄부문에서 철퇴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은 아니었

을까?

레스비럴(Lesbirel, 1991)과 깃카와(橘川, 1992; 1998)는 그 대답을 계열의 리

스크 셰어링(risk-sharing) 기능에서 찾았다. 레스비럴에 따르면, 기업집단에는

내재적 상호보험기구(implicit mutual insurance scheme)가 존재한다고 한다. 기

업집단의 상호보험기구 즉 리스크 셰어링 기능은 탄광기업의 구조조정비용을 계

열내에 분담하는 기능을 한다. 동계 기업과의 공동출자에 의한 다각화는 신규부

문에 진입하는데 따르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며, 이직자를 위한 일자리의 개

1961 1966 1968 1970

三井
63.1
(21.5)

30.8
(12.7)

27.6
(12.5)

24.9
12.7

三菱
24.2
(6.5)

26.3
(15.2)

24.4
(16.9)

住友
44.4
(19.1)

50.1
(37.8)

43.9
(33.3)

34.3
(29.0)

明治 48.6 18.6

貝島 70.0 45.3 23.5

日炭 56.2 29.2 25.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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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은 퇴출비용을 공유하는 것이다. 재정적 지원은 퇴출비용의 분담 혹은 기업파

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 점은 기업집단의 리스크 셰어링 기능이 탄광기업의 경영

전략의 선택, 즉 ‘퇴출이냐 존속이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다. 깃카와(橘川,

1998)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출자나 이직자의 수용은 퇴출비용을 분담함으로

써 철퇴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금 원조는 반드시 퇴출을 용이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원조가 퇴직금이나 광해배상의 지불 등에 사용된다

면 그것은 퇴출을 촉진할 것이다. 반면, 현상유지를 위한 손실의 보전에 투입된

다면 오히려 그것은 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다. 실제로 기업

집단의 원조는 탄광기업의 재정적 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 많았다고 생각

된다.

예를 들면, 1969년에서 71년에 걸친 스미토모석탄의 재건과정에서 스미토모

그룹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9년 스미토모그룹은 석

탄문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의 구체책을 협의하여 스미토모석탄의 부동산이나

보유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재건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또한 71년 1, 2월에는 당

장의 파탄을 면하기 위해 스미토모계열 15사로부터 16억 엔의 자금원조를 받았

다. 정부의 석탄광업심의회는 1971년 7월 스미토모의 재건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자금대책에 대해서는 스미토모그룹이 최대한의 협력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부도 각별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경리심사회가 인

정한 자금부족액 106억 4,200만 엔을 국가 지원 56억 9,000만 엔 외에 스미토모

그룹으로부터의 43억 4,200만 엔의 지원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재정적 곤란에 빠진 기업에 대한 기업집단의 지원은 그 기업이 가까운 장래

에 경영 개선의 전망이 있을 때 비로소 기업재건까지의 조정비용을 분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스미토모석탄의 경우 스미토모그룹이 당해기업의 재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자금적 원조를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이 시기에 정부는 석탄산업으로부터의 점진적 철퇴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

었다. 즉, 스미토모석탄에 대한 스미토모그룹의 자금지원은 기업집단의 리스크

셰어링 기능으로서 설명될 수 없다. 그렇다면, 스미토모그룹의 스미토모석탄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실증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나, 가설적으로 스미

토모석탄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신용이라는 것은 기업의 위신,

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배려 등이다. 전술한 스미토모석탄의 당시의 사장 가

와조에(川副)는 69년 스미토모그룹의 사장회에 출석하여 스미토모그룹의 일원으

로서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재건을 위한 그룹 각사의 지원을 요

망한 것은 그룹이 스미토모의 사회적 신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住友石炭鉱業株式会社社史編纂委員会, 1990: 389). 사장회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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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하나가 기업집단 로고의 관리라는 점을 고려하면(Suzuki, 1997: 83), 가와

조에가 강조한 ‘사회적 신용’의 유지란 기업집단의 위신 및 평판의 유지라고 이

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신용은 계열 기업에 대해 경영적 또는

정서적 장벽(managerial and emotional barriers)(Porter, 1980: 263)으로서 기능

했다고 할 수 있다.9)

여기서 사회적 신용의 유지는 단순한 레토릭에 불과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스미토모석탄의 파탄을 회피함으로써 그룹은

스미토모석탄의 파탄에 수반되는 실업문제, 산탄지역문제를 시간을 들여 점진적

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최소한의 생산능력을 온존하면서 가급적

실업이나 지역경제에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완만한 철수를 의도했던 정부정

책에도 합치되는 것이었다. 탄광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기업집단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코스트였으며, 파탄에 따른 사회적 신용의 실추 및 당장

에 지불해야 되는 폐산비용에 비추어볼 때 수십억 엔의 자금지원은 충분히 경제

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이 문제는 아직 가설적으로 제기한 것이

며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Ⅴ. 맺음말

전후 일본의 탄광기업이 최종적으로 모두 소멸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급구조의 격변에 있었다. 에너지혁명의 진전에 따른 국내석탄 수요의

급격한 축소에 대항해 탄광기업은 적절한 경영재건책을 강구할 수 없었다. 또한

석탄과 같은 벌크 상품은 섬유제품과 같은 고급화나 차별화 전략을 취하기 어려

웠으며 자연조건에 제약되는 면이 커서 설비투자의 효과도 한계가 있었다. 탄광

기업의 퇴출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석탄산업에서의 퇴출은 높은 퇴출장벽 때문에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폐산에 따른 광부실업이나 지역경제의 피폐 등은 그 해결이 용이

하지 않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정책은 적어도 1961년 이후 퇴출장벽

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퇴출을 용이하게 해 주는 역할을 했다. 탄광정비자금의

확충이나 기타 실업자대책, 산탄지역대책, 탄광기업채무의 변제 등은 퇴출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정책을 시그널로 하여 탄광기

업은 퇴출을 단행하였다. 영국에서 1930년대에서 70년대의 정부정책이 대체로

9) 포터(Porter)는 순수한 경제적 고려를 넘어서는 요인들, 예를 들면 경영자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한 프라이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정서

적인 애착이나 관여가 퇴출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장벽은 특히 기

업의 역사나 전통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또한 상급경영자의 이동성이 작을수록 높아진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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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장벽을 낮추지 못하고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지연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Crafts, 2002; Middleton, 1996).

탄광기업의 퇴출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중소기업은 60년대

전반에 퇴출을 한 반면 대기업의 퇴출은 60년대 후반이 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이런 퇴출 시점의 차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력의 차이 및 퇴출

장벽의 차이 때문이었다. 퇴출장벽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합리화투자의 여력이 없

었던 중소탄광은 에너지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곧 퇴출을 단행했다.

반면 퇴출장벽이 높은 대기업은 합리화투자에 의한 경영재건을 시도했으나 60년

대 중반 이후 경영재건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됨에 따라 퇴출을 단행했다. 단

60년대 전반에도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합리화투자에 의한 경영재건을 모색했다

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대기업은 1959-60년경부터 이미 다각화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탄광에 대한 합리화투자가 합리화계획의 목표를 하회하

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60년대 전반에 이미 경영재건에 대해 회의적이었

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집단의 멤버기업들의 퇴출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 것은, 이들 기업이 대

규모의 우량탄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조건 외에 기업집단의 사회적 신용을 유

지하기 위한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기업집단의 멤버기업의 경우, 경영적 또는 정서적 장벽이 다른 기

업들보다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 점의 확인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석탄산업과 같이 수요조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퇴출장벽이 높은 경우, “퇴

출인가 잔류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퇴출장벽의

높이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기업 전략의 초점은 경영재건이 아니라 퇴출비용의

경감 내지는 다른 부문으로의 전가에 놓여졌으며, 결국 정부가 퇴출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형태가 되었다. 야다(矢田, 1975)는 이러한 퇴출과정에 대해 독

점자본의 이윤추구에 의한 자원의 방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석탄산업의 퇴출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일본

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 원만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이다. 문제는 퇴출비용을 누가 부담했으며 어느 그룹이 가장 큰 피해자인가에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향후의 연구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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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of Japanese Coal Mining Firms

under ‘the Energy Revolution’: 1955-1973

Chung, Jin-Sung
Associate P rofessor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e energy revolution, the rapid substitution of coal by oil beginning in

the late 1950s prompted a big drop in the domestic coal demand. Under this

harsh market condition, the coal mining firms in Japan had to choose the

exit strategy in the end. However, exit accompanying unemployment or

decline of the regional economies was not easy because of the high exit

barriers. The coal policies made exit easier by lowering the exit barriers

from 1961. The small-and-medium firms, lacking the funds for investment

and their exit cost being relatively low, chose exit in early 1960s shortly

after the energy revolution began. On the other hand, for large firms, exit

was not an easy choice because of higher exit costs. They tried

restructuring following the idea of ‘scrap and build.’ However, in the middle

of 1960s when it became clear that there was no hope of reconstruction, they

started exiting. As the exit continued, only the keiretsu mines could remain

in the market in the 1970s. In addition to the higher productivity of their

mines, aids from keiretsu to maintain its own social trust enabled them to

remain in the latest period.

Keywords: Energy Revolution, Declining Industry, Exit Barriers, Coal P olicies,
Exit, Rationalization, Diversification, Keire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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