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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츠 아키오 사장의 문화.역사 외교 

 

문화문화문화문화....역사 컨셉을 가진 경영으로 한국역사 컨셉을 가진 경영으로 한국역사 컨셉을 가진 경영으로 한국역사 컨셉을 가진 경영으로 한국....일본간 새로운 일본간 새로운 일본간 새로운 일본간 새로운 架橋 架橋 架橋 架橋 만든다만든다만든다만든다

촤근 일본의 한 기업인의 문화.역사를 바탕으로한 경영철학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일본 코마츠 전기주식회사의 코마츠 아키오 사장. 

그는 한국.중국.일본간의 새로운 공생( )문화를 제안해 왔으며, 한국과 일본간
의 한때 어두웠던 역사를 새로운 21세기의 협력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해온 .

 기업인이다. 

최근 그는 ‘ 을 축조하자 !’라는 영화제작을 후원, 고향인 시마네 현 마츠에 
시로부터 많은존경을 받고 있다. 그에 따르면‘영화제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부흥시킨다’는 목표로 영화제작에 후원을 해왔다는 것.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한.중.일의 역사.문화.철학을 주제로 관광단지를 기획 하고 
있는 (주)한스월드의 전재천 회장을 영화시사회로 26일 일본에 초청한 그는 ‘기
업이 물건을 제조하는 곳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부가가치보다 역사나 문화에 대한 
컨셉(Concept)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면서 문화와 인성( )을 중시하는 마케
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코마츠 회장(사진 우측)은 현재 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의 이사장직도 
맡고 있다. 

One Japan-based company, named 
'Komatsu Electric Co.,Ltd, recently 
has been spotlighted because of 
CEO's special philosophy on 
management, as well as his culture-
based marketing. 

It was Komatsu Akio, President who 
has been acting as a envoy of culture 
and his tory among such Asian three 
countries as Japan, Korea, and 
China. 

On 26 June Matsue city saw a very significant event. 

On that day, He presided a joint preview of cinema named 'Let's consruct 
the castle' for which he had been a sponcor, with participation of many 
distinguished guests from various fields from local as well as abroad. 

He said, through keynote speech, 'We dare to say, this movie will definitely 
make us be revitalized again, showing up our another 'Take-Off' instead of 
accepting status-quo, or of dwelling in mediocrity. 

"As for business activity, it's important to create the quality. But sometimes 
it's the most important to create the concpet with which we have to move 
forward" he added. 

Accordingly he concluded, this movie can be a golden opportunity for us to 
jump again in the local economic area, depending on how we adopt it. 

Meanwhile he has been well-know in Korea and China, not only because of 
his making out the new comensal relation among Asian countries for the 
furure, but also bacause of his opinion that cosmopolitan voluntary service-
based 'Hand-in-Hand' policy will be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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