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 그 아름다운 날개

옷은 날개다. 공작의 깃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넓은 세계,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눈부신 꿈의 날개다.  

옷은 개성이고 창조이고 변화이고 혁신이다.  

멋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크나큰 즐거움이고 행복이며 또 다른 자아의 실현이다.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집을 마련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옷을 지어 입음으로써 그 모습의 아름다움과 위엄과 예법을 갖추는 것은 지구상에 오직 인류뿐이다. 

그래서 사람은 옷을 만들고 옷은 사람을 만든다. 

더 넓은 세계 
더 밝은 미래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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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

세계 시장개척과 일류 글로벌기업 도약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 불굴의 집념, 시대환경에 부응한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그동안 지속성장을 이어온 팬코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팬코는 1984년 소규모 의류제조수출기업으로 창업의 초석을 놓은 이래 현재 국내외 1만 2,000명 직원과  

중국, 베트남, 미얀마에 총 7개의 생산기지를 가동하며 연간 2억 5,000만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팬코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만성적 무역적자국인 일본 시장을  

상대로 활발한 수출활동을 전개, 국가경제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팬코의 경영역사는 최고를 추구하기보다는 항상 최선을 추구해온 날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윤 

창출보다는 가치창출을, 남들이 잘하는 분야보다는 팬코만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며 기업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팬코 창립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역시 지난 30년  

역사보다는 다가올 30년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준비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팬코는 앞으로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을 넘어 국민의 기업, 세계의 기업, 나아가 영속가능한 글로벌일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과거 30년 역사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역사였다면, 다가올 30년 역사는 더 큰 도약의 꿈을 이루는 역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흔히 지난 역사를 성찰, 정리하는 일은 현재의 위치를 재점검하고 미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기 위한 작업 

이라고 얘기합니다. 팬코가 창립 30돌을 맞아 그동안의 경영역정을 담은 기업사를 발간하는 소이(所以)도 

바로 그러한 의지와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 30년간 팬코가 지속성장의 역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준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주식회사 팬코  회장  최 영 주

성장을 위한 30년, 
도약을 향한 30년



CONTENTS

| 서   편 |  세계 일류를 향한 기업, 세계 인류를 위한 기업

선진 글로벌기업을 향한 쉼 없는 질주     050
경영역사와 성과     050
지속성장, 미래도약을 위한 노력     052

048

| 현황편 |  글로벌 팬코, 그 웅장한 城 또는 빛나는 塔

Prologue | 팬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2

제 1 장  | 경영 현황     206
01. 경영이념과 철학     207
02. 경영체제 및 조직구조     216
03. 기업문화     236

제 2 장  | 사업 현황     242
01. 해외 생산기지 건설 및 운영 현황     243
02. 국내외 사업장 현황     300
03. 영업활동 및 고객 현황     304
04. 정보인프라     314

200

| 통사편 |  세계를 향한 기업, 미래를 위한 경영

서   장  | 창업의 꿈을 키우다(創業前史)     056
01. 기업사적 의의     057
02. 기업사 형성의 주체     058
03. 기업주의 역할과 활동     059
04. 창업의 꿈과 계획     063

제 1 장  | 미래도약을 위한 초석을 놓다(1984~1989)     068
01. 창업, 그 힘찬 출발     069
02. 성장가속화 추진     074

제 2 장  |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다(1990~1999)     080
01. 안정적 발전토대 구축     081
02. 글로벌시장을 향한 열정과 노력     095

제 3 장  | 선진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다(2000~2009)     110
01. 새로운 도전의 시작     111
02. 찬연한 역사의 창조, 더 큰 도약을 향해     134
03.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145

제 4 장  | 초일류기업, 영속가능경영을 지향하다(2010~2014)     162
01. 일류제품, 일류기업을 향한 노력     16 3
02. 영속가능경영 기반의 구축     174

054

| 창립 30주년 특별기획 |  PANKO, PANKO PEOPLE

PANKO의 역사, 내 삶의 역사     320
BEST PANKO     322
PANKO STAR     324
PANKO FESTIVAL     326

318

| INTRO |

이미지화보     002
발 간 사      010
현 황 화 보      014

002

| 부   록 |  

330

임원 소개     332
주요법인 조직도     336
수상실적     339
글로벌 네트워크     340
요약 재무상태표     342
요약 손익계산서     344
연표     346

 | 일러두기 |   •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전문용어 및 의미의 전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문 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 사명, 직함, 직책은 시기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근거로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였다.

30
 Y

EA
R

 H
IS

TO
R

Y 
OF

 P
AN

KO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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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를 향한 기업, 
세계 인류를 위한 기업

서  편

To the best, For the Human

30 YEAR HISTORY OF PANKO

사람의 몸을 감싸 보호하고 그 모습을 아름답고 품격 있게 장식하여 미(美)와 예(禮)와 위엄(威嚴)을  

갖추도록 하는 의복문화, 의류산업 역사는 인류문명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일찍이 인류는 의복의 재료가 되는 양모, 면화, 잠사 등의 생산과 함께 직물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의류

산업을 발전시켰다. 그 과정에서 비단과 같은 고급 직조물의 경우 순금이나 식량 못지않게 귀히 여겨졌으며,  

화폐 대용의 기능을 지니기도 하였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생존의 필수 요건인 ‘의식주(衣食住)’ 중 ‘의(衣)’가 가장 첫머리에 언급될 정도로 

의복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다. 특히 의복은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고 추위 등을 막는 실용적 기능 외에도 

각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개성, 멋, 나아가 민족정서와 문화를 표출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의류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은 날로 증대되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21세기 첨단산업시대에는 섬유의류 관련 산업이 사양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

으나 오늘날 세계 주요국의 의복 관련 산업 통계지표를 보면 GDP, 수출, 고용실적 면에서 지속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편직, 염색, 봉제와 

같은 의류 관련 산업은 일찍이 개발경제시대부터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과 고용창출 등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현재에도 부단한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에서 보듯 의류산업은 인류가 생존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 지속성장할 수 있는 유망

산업임에 틀림없다. 시대환경이나 인류정서의 변화에 따라 의복 종류와 소재, 색상과 디자인의 개발 여지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름다운 옷을 지어 사회에 공급하는 일은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사람들에게  

멋과 개성, 품격을 창출하게 하여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의류산업의 의의와 가치는 더욱 크고 

빛나며 소중하다할 수 있다.



경영역사와 성과

-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명멸과 부침을 거듭하는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현장에서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오랜 기간 지속성장을 이루어온 기업의 성공역사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다.  

1984년 소규모 의류제조수출기업으로 출발하여 창업 30년 만인 2014년 현재 국내외에 1만 2,000명이 넘는 

직원 수와 연간 2억 5,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출고를 기록하며 선진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주식회사 팬코의 경영역사 역시 그러하다.

창업 이후 의류제조수출사업 외길을 달려온 팬코는 2000년 5,000만 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2008년 1억 달러, 직전 연도인 2013년에는 2억 3,000만 달러의 수출고를 달성, 기업의 지속성장 및 미래도

약기반을 확고히 구축함과 아울러 국가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특히 팬코의 이 같은 수출실적은 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까다롭고 우리나라의 만성적 무역적자국이기도 한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니트 의류 단일

품목 수출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어서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진 글로벌기업을 향한

쉼 없는 질주

팬코의 성장은 비단 양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회사의 성장 속도와 규모에 걸맞게 경영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부단히 추진하였다. 해외 생산기지 건설, 사업이익 재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첨단화, 

산학협력 및 R&D활동 활성화, 전사적 경영혁신운동 전개, 직원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연수

의 적극적 추진 등 다양한 노력으로 경영선진화 및 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또한 구성원들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고자 직원자녀학자금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사원아파트 및 기숙사 운

영, 각종 성과급·인센티브의 지급과 함께 한마음단합대회 개최, 사내 동호회 및 워크숍데이 운영, 전 직원 

책읽기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구성원 간 소통과 단합의 장을 마련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였다. 

21세기 경영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실천하였다. 장애인, 불우이웃, 벽지·

낙도 학생 돕기를 비롯하여 대학발전기금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2014년에는 유엔

글로벌콤팩트에도 가입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고 있다.

특히 팬코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

력을 중점 추진해왔으며, 그 성과 역시 매우 컸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글로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일

찍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 현재는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6개의 생산기

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부터는 미얀마에도 새로운 생산기지를 설립, 가동할 예정에 있다. 버티컬

vertical체제를 구축, 연간 편직 및 염색 2만 5,000톤, 봉제 1억pcs에 달하는 생산능력을 갖춤으로써 명실공

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의류제조 전문기업 시스템과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핵심역량인 DQCS운

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품질제고, 원가절감, 납기준수에 전력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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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팬코는 선진 글로벌기업으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오는 동안 기술력 제고와 

품질 향상, 사업성과 증대는 물론 기업의 대외적 신인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팬코는 창업 이후 수출진흥,  

섬유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명의의 산업훈·포장, 표창을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모두 20여 차례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국내 업계와 해외 고객들로부터도 높

은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팬코의 우수 경영사례와 성장스토리는 그동안 각 매스컴을 통해 수차 보도됨으로

써 대내외에 기업의 성가를 더욱 드높였다. 

지속성장, 미래도약을 위한 노력 

-

팬코는 2010년대에 이르러 성장가속화 및 사세의 확장에 따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지상 10층, 지하 

6층 규모의 삼성생명빌딩을 사옥으로 매입, 21세기 글로벌기업을 향한 새로운 전진기지를 마련하였다. 이에 

임직원들은 보다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애사심과 자긍심을 지니고 회사발전을 위해 전력할 수 있게 되었으

며, 기업의 대외 인지도 역시 크게 제고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경영목표와 전략, 미래비전도 새로이 정립하였다.

팬코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사훈과 ‘창조경영創造經營’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세대를 아우르

는 선진 글로벌의류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미래비전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2020년까지 ‘매출 10억 달

러 달성’을 중장기 경영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목표달성을 위해 과감한 설비투자와 함께 해외 생산기지를 지

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수립,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경영전략과 방침 또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감안,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였다. OEM수출 업태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R&D조직을 강화, 신소재·신제품 개발에 전력함과 아울러 그동안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

하였던 일본 시장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미국, 유럽 등지로 시장다변화전략을 추진 중에 있

다. 또한 생산체제의 효율화 및 글로벌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에 이어 인건비 부담이 낮은  

미얀마 등으로 생산기지를 확충, 현지시장 개척과 수주증가에 대비하고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팬코의 다각적 노력은 세계 유수 바이어들의 이목

을 집중시켰으며, 현재 유니클로를 비롯하여 시마무라, 무인양품, 이토요카도, 이온 등 일본 5대 바이어들은 

물론 WALMART, GAP, TRAGET과 같은 미국 유명기업들로부터도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 개척자적 도전정신으로 더 큰 발전, 더 큰 도약을 위해 쉼 없이 약진

을 거듭해온 팬코의 힘찬 질주는 지난 30년에 이어 미래 30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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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기업,
미래를 위한 경영

서  장 창업의 꿈을 키우다(創業前史)

제 1 장 미래도약을 위한 초석을 놓다(1984~1989)

제2장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다(1990~1999)

제3장 선진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다(2000~2009)

제4장 초일류기업, 영속가능경영을 지향하다(2010~2014)

통사편

30 YEAR HISTORY OF PANKO

Corporation to the world, Management for the future

팬코의 30년 역사는 끊임없는 개척과 도전의 역사였다. 

창업 이후 30년 동안 숱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며 

세계 시장개척에 전력, 오늘날 일류 글로벌기업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팬코 30년 역사는 부단한 건설과 창조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창업 초기 서울 중곡동의 10평 남짓한 소규모 봉제공장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3개국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7개의  

대단위 생산기지를 건설, 가동하며 

지구촌 곳곳에 다양하고 우수한 의류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또한 팬코의 30년 역사는 행운과 성취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전환, 지속발전을 이어온 때문이다. 



의류제조수출사업을 통해 선진 글로벌기업으로 지속성장을 실현해온 주식회

사 팬코가 2014년 창업 3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국경제의 본격 성장기인 1980년대 초 창업한 이래 국내외 산업환경의 흐

름과 호흡을 함께하며 괄목할 발전을 거듭, 마침내 30년 역사를 지닌 장년의 

기업으로 우뚝 선 것이다.

돌이켜보면 팬코의 지난 30년 경영역정은 부단한 개척과 창조, 불굴의 의지, 

도전과 성취를 향한 열정적 노력으로 일관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룩한 

경영성과 역시 지대하였으며, 국가 사회적 기여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팬코의 경영역사는 기업 자체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팬코의 30년 역사 속에는 지속적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이익의 실현, 기술력 향상,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같은 유형의 성과뿐 아니

라 구성원들의 열성어린 의지와 노력, 창의와 도전정신, 위기극복을 위한 지

혜 등 무형의 가치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는 기업의 건실성과 발전성, 미

래지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요소임과 동시에 후발기업들에게 경영의 산

지식과 교훈을 전해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팬코의 30년 역사에 대한 조명작업은 지난 성장과정

의 성찰을 통해 현재의 기업 위치를 재점검하고 미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조망함은 물론 관련 산업의 시대적 변화흐름까지도 함께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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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이력 

1984년 소규모 봉제기업으로 출발, 오늘날 1만 2,000여 명의 직원 수와 2억 

5,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연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굴지의 의류제조수출기업

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팬코 창업자 최영주 회장은 1943년생으로 올해 

고희를 넘긴 연치年齒이다. 나이로는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정신과 활

동역량만큼은 여전히 청년시절 그대로이다. 특히 의류사업 분야에서 40년 넘

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그는 현재 칠순의 나이에도 1년 중 거의 

절반을 해외에서 체류하며 사업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는 한국·베트남친선협회 회장과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이사장으로 장기간 활

동하면서 우리나라 섬유의류업계 발전과 한국, 베트남 양국 간 경제교류에도 

공헌한 바 있다.

흔히 기업은 경영자의 역량 크기와 노력만큼 발전한다고 얘기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일찍이 청년시절 맨손 창업한 후 국내 의류업계 굴지

의 기업으로 발전시킨 최영주 회장의 역량과 노력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오늘날 그가 이룩해놓은 성과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최 회장이 현재의 팬코를 설립한 것은 1984년이지만 창업전사를 정리하려면 

그 이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또한 최 회장이 어떤 동기와 계기

에 의해 수십 년간 의류제조수출사업 외길로 정진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삶의 이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생과 성장

사람의 출생배경이나 성장환경은 향후 삶의 가치관, 인생관을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소년기의 생활과 경험, 사유思惟 등은 평생 동

안 고유 정서로 간직됨은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와 신념, 행동양식의 기

초가 되기도 한다. 

최영주 회장은 어린 시절 해방과 6.25전쟁 그리고 이후 정치, 사회적 전환기 

등 격변의 시대를 몸소 겪으며 생활전선과 사업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온 

역전의 생활인이자 기업인이다. 최 회장은 일제강점 말기인 1943년 경북 포

항에서 태어났다. 선친이 지역유지였던 관계로 집안은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

03

기업주의 
역할과 활동

창업자  최영주 회장

02

기업사 형성의
주체

기업의 역사를 정리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항은 바로 기업주의 

의지와 철학, 역할과 역량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주의 

경영활동 역정은 곧 그 기업의 성장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구상 및 계획수립에서부터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판매과정은 물론 기업의 정체성과 지향성, 조직문화, 대외 이미지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경영활동 및 성과는 실질적으로 기업주의 의지와 역량에 의

해 결정, 시행, 축적되기 마련이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운영에 절대적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기업과 기

업주, 기업사와 경영자의 활동역정은 결코 분리하여 거론할 수 없는 관계이

며, 시종일관 동질성 내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팬코의 성장역사 역시 마찬가지다. 팬코의 창업전사와 이후 성장기 동안의 

기업사를 조명, 정리하기 위해서는 팬코의 창업과 성장을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이끌어온 최영주崔英主 회장의 삶과 철학, 주요 경영활동 역정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함은 필연의 순서이다. 

최영주 회장 집무실 앞에 전시된 재봉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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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최 회장이 8세 되던 해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가족은 외가가 있는 

경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목숨이 위태로운 전시인지라 그야말로 숟가락 

하나 못 챙기고 황급히 피난길을 떠나야만 하였다. 

더욱이 경주로 온 뒤 2년쯤 후에는 선친이 건강악화로 작고하게 되면서 경제

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다. 최 회장 어머니께서는 최 회장이 국

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언니 댁이 있는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최 회장은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야간학부에 입학, 2학

년까지 다녔다. 가정형편상 낮에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고, 공부

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야간에 할 수밖에 없었다. 최 회장의 어머니 역시 온

갖 궂은 일을 마다않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최 회장은 그

런 어머니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늘 가슴이 저리고 아팠다. 

최 회장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성장기를 보내며 때로 좌절감도 갖게 되고 삶

에 대한 회의도 느끼게 되어 20대 초반에는 부산의 건달패들과 어울리는 등 

방황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의 일탈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

은 근본적으로 자기성취 의지가 강하면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

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 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역시 그러하였다. 특히 최 회

장의 경우 성장기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에 늘 가슴 깊은 곳에

는 자기성취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잠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 후일 최 회

장이 기업을 창업하게 된 행동동기로 작용하였음은 물론 경영활동에 있어서 

역시 과감한 결단력, 쉼 없는 열정과 집념, 불굴의 도전정신을 발휘하게 하

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회진출과 직업활동

최영주 회장이 다니던 학교를 중도 휴학하고 본격적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은 

대학 2학년 때인 1965년이었다. 당시 최 회장은 가정형편상으로나 본인 성격

상 무슨 일이든 하루빨리 일을 시작하여 경험과 역량, 경제적 여력을 축적하

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학교공부는 후일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계

속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 같은 결심을 한 배경에는 자식들 뒷

바라지로 오랫동안 고생해온 어머니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또한 일찍이 고등학교시절부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로 직업활

동을 해온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

척하고자 하는 도전의식 등도 사회진출을 결심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당시 상황과 심경에 대해 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20대 초반 부산에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는 소위 

주경야독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처럼 진로

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몇 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

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무슨 일이든 하루빨리 시작하여 성

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 학교를 휴학하고 정식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시작하자

는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결심을 굳히고 나자 어머니께 자신의 각오를 설

명 드린 후 본격적으로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의류사업과의 인연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00달러 안팎의 빈곤국에 속하였다. 나

라의 경제상황이 피폐하다보니 산업체 수 또한 워낙 적어 당시 젊은이들이 

번듯한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서울이 아

닌 지방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하지만 최영주 회장은 학창시절부터 다양

최 회장의 경우  

성장기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에 늘 가슴 깊은 곳에는  

자기성취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잠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는 후일 최 회장이   

기업을 창업하게 된 행동동기로  

작용하였다. 첫 직장 재직 당시의 최영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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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르바이트활동을 하며 자신의 역량을 쌓고 부산지역에서의 연고를 넓혀

왔던 관계로 그리 어렵지 않게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최 회장이 취업한 회사는 부산에 본사를 둔 봉제회사였다. 주로 티셔츠 

등 의류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최 회장은 이 회사 입사를 계기

로 의류제조수출사업과 숙명적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한두 해쯤 근무하고 나자 왠지 직장 일이 다소 단조롭게 

여겨지고 지방에서의 생활 역시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많았다. 지역이 넓은 

서울로 진출하여 무언가 좀 더 의미와 가치가 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최 회장은 29세 되던 해인 1972년, 서울의 자회

사로 전직발령을 받게 되었다. 서울로 올라온 최 회장은 수출부서에 배속되

어 일본 시장 수출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때 익힌 의류제조 및 수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사업가의 꿈을 서서히 키워가기 시작하였다.

일과 적성의 관계

사람이 직업활동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그 일이 본인의 적

성에 맞아야 지속가능하며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영주 

회장과 의류사업은 서로 궁합이 잘 맞았다. 최 회장은 20대 초반 부산에서 

생활할 때부터 자신의 의복에 대해 남달리 많은 신경을 썼다. 당시 경제적으

로 여유가 없어 비싼 옷, 좋은 옷을 입지는 못했지만, 옷 한 벌을 장만하더라

도 색상과 디자인 등을 세심하게 따져 구입하였다. 때로 마음에 드는 옷이 

없을 경우 인근의 국제시장에 가서 원단을 사다가 직접 디자인하여 양복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노년기에 접어든 요즘 역시 심지어 와이셔츠 하나, 넥

타이 하나를 고르는 데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편이다. 이는 ‘옷이 날개라

는 말이 있듯 사람은 일단 의복을 잘 갖춰 입어야 자신의 가치도 높일뿐더러 

남들에 대한 예절도 차리는 것’이라는 최 회장의 평소 소신 때문이었다. 또한 

‘옷을 세련되게 입는다는 것은 일상에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이며 또 

다른 자아를 실현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지론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최 회장의 의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감각은 그가 평생 의류사

업 외길을 걷는데 있어 정서적 밑받침으로 작용하였다.

목표의 설정

사람이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결국 자신의 노력과 능력, 적성에 따

라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최영주 회장은 회사생활을 하는 동안 기업이 창업하여 성장해가는 전 과정

을 직접 체험하고 지켜보면서 자신도 언젠가 기업을 설립, 성공적으로 경영하

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염두에 둔 때문은 

아니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의지대로 최선을 

다해 실행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고 자아실현을 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뜻있

는 기여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컸다. 또한 일면 샐러리맨생활만 계속하

기에는 자신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동안 자식들 뒷바

라지를 위해 고생해 오신 어머님을 하루빨리 편안히 모시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업을 시작

할 경우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다. 사업만 

시작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들었

던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은 삶의 목표를 사업경영으로 설정하였다. 그의 나이 

20대 중반을 갓 넘긴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최 회장의 의식과 자세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비록 당장 사업을 시작할 여건이나 준비는 안 되

었지만 일단, 장래의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니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주

변 사물들도 모두 새롭게 보였다. 밤이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찬 상상을 

하며 설렘과 기대에 잠을 설치기도 하였다. 경영과 사업활동에 대한 구상 역

04

창업의 꿈과
계획

‘옷을 세련되게 입는다는 것은 

일상에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이며 

또 다른 자아를 실현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지론이기도 하였다.

左  최영주 회장과 어머니 이신복 여사

右   창업 초기 최영주 회장 집무실

의류봉제회사인 첫 직장시절 최영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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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하였다. 장래 유망기업가의 탄생이 예견되는 시

점이었다. 

기회의 도래

흔히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한다. 최영주 회장이 가슴속에 사

업가의 꿈과 열정을 키워가던 1970년대 중반,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

다. 당시 최 회장이 근무하던 회사는 모두 4개의 의류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그 중 1개 공장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상황

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최 회장의 성실함과 능력을 크게 신임하고 있던 회사 

사장은 최 회장에게 공장을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해볼 것을 권유하였

다. 최 회장은 마침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맞았다는 사실에 한편으

로 기쁨과 흥분이 교차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여력 등 현실적 준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다소 겁이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과감히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 여기에

는 설령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최 회장 특

유의 배포와 결단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최 회장에 대한 사장의 신뢰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원래 그 공장은 사

장의 형과 인척관계에 있던 40대 공장장이 인수를 희망하였음에도 사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인수하게 된 것이었다. 그것도 한 푼

의 자금도 들이지 않고 공짜로 공장을 인수하게 되자 주위 사람들 모두가 놀

라고 부러워하였다. 

최 회장은 이처럼 마치 기적과도 같이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공장을 인수, 가동하고보니 이내 월급날이 도래하였다. 그때까지도 무

일푼이었던 최 회장은 주변사람들에게 어렵사리 자금을 빌려 직원들의 첫 

월급을 지급해야 하였다.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에서 먹고 자고하며 

애를 쓴 최 회장의 열성 덕분에 공장 운영은 점차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 

일감이 늘어나면서 직원 수도 당초 70여 명에서 200여 명까지 증가하였고, 

이듬해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공장 1개를 추가로 인수할 정도로 사업이 활

성화되었다. 

최 회장은 당시 상황과 심경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공장을 인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

습니다. 그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

였고, 그만큼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사장님의 신뢰와 지원은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만약 그 분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

을 시작하려고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아

무튼 그때 공장 인수를 계기로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40년 동안 의

류제조수출사업 외길을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 회장을 크게 믿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그 사장님은 이후 회사를 정리

하고 현재는 농장을 운영 중이다. 최 회장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매년 명절 때면 그 분의 농장에서 수확하는 과일 등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며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도전과 실패 그리고 교훈

최영주 회장은 공장을 인수한 후 독립적으로 경영하게 됨에 따라 1975년 삼

원섬유라는 사명社名의 회사를 설립하였다. 1980년에 이르러서는 범한산업주

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회사형태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PANKO (PAN KOREA약칭)라는 사명 역시 당시 ‘범한凡韓’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이후 범한산업은 미국 시장을 상대로 수출에 전력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의류제품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였

고, 미국에서도 한국산 의류를 많이 찾았다. 그러나 미국이 국가별 쿼터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경우 사전 배정된 쿼터 한도 내에서 서로 자신

의 몫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며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 쿼터제도란 국제

수지 조절, 자국의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 할당량을 결정,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

하는 보호무역제도였다.

당시 범한산업은 후발업체로서 종합상사인 모 대기업의 쿼터를 이용, 대미 

수출 길에 합류하였다. 최 회장은 그동안의 성장여세를 몰아 공격적으로 사

업을 추진하였고, 1980년대 초반까지 범한산업의 수출실적은 양호한 편이었

범한산업 개업식첫 사업 시작 당시의 최영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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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던 중 크나큰 시련이 닥쳤다. 1983년 7월 범한산업이 수출용 제품을 

대량 생산해 놓고 막상 쿼터를 빌리려 하자 그동안 구두약정을 통해 거래관

계를 지속해왔던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불이행하면서 쿼터를 얻어내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범한산업으로서는 

실로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이로 인해 최 회장은 결국 범한산업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과 심경을 최 회장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회사 문을 닫은 후 곰곰이 복기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전

문지식 등으로 볼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이란 의류수출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쿼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었습니다. 향후의 일이 예측되지 않으니 불안하기도 하거니와 

리스크도 높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

언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만 한다는 절박감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

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었다. 최 회장은 오랜 고민

과 연구 끝에 마침내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었다. 그것은 시장을 바꾸는 전략

이었다. 그 시장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은 미국에 비해 마켓 규모는 작았지

만 쿼터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인데다 국내에서의 경쟁기업도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최 회장은 며칠을 두고 검토를 거듭해본 결과 일본 시장을 

상대로 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최 회장은 재기를 위

한 작업을 서둘렀다. 그 작업은 바로 오늘날 선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팬코 탄생의 서막을 여는 일이었다. 

일본은 미국에 비해 마켓 규모는 

작았지만 쿼터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인데다 국내에서의 경쟁기업도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최 회장은 며칠을 두고 검토를  

거듭해본 결과   

일본 시장을 상대로 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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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지와 준비

사람이 때로 겪게 되는 시련과 역경은 자기개척 의지가 약한 이들에게는 좌

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지만 그 반대인 경우 오히려 불굴의 투지와 용기, 도

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특히 혈기충만했던 청년시절, 

강한 성취의지만으로 맨손 창업한 최영주 회장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그

에게는 몇 번을 쓰러져도 이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불굴의 투지와 패기가 

몸에 배어있었다.  

1984년 여름, 최 회장은 첫 사업 실패에 따른 타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조

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2창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직전 실패로 인

한 손실은 값진 경험과 교훈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싼 수업료라 치부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창업하는 일은 매우 큰 리스크가 따르는 일일 수 있다. 

성공확률도 낮을뿐더러 창업자의 소중한 개인자본이 대거 투입되기에 실패

할 경우 그로 인한 심적, 물적 타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장 문을 

닫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제2창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보통사람으로선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최 회장 특유

의 뚝심과 용기, 과감한 결단력이 밑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 회장은 일본 시장을 주 무대로 의류제조수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사

설립준비에 본격 돌입하였다. 

1984년 12월, 어렵사리 5,000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에 ‘팬코무역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 Global 

PANKO 30년 대역사가 태동되는 순간이었다.

시대적 산업환경

팬코가 미래도약의 웅지를 품고 출범의 닻을 올린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이른바 3저低 호황기를 앞두고 대부분의 산업이 활발한 성장세

를 나타내었다. 의류업종을 포함한 섬유산업 역시 1970년대 말까지 우리나

라 경제부흥을 견인하며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내외 산업환경이 중화학공업 중심추세로 변화하면서 섬유산업 사

양화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은 기존의 경공

01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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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섬유산업에 대한 

투자 및 설비의 신증설이 억제되고 금융권의 대출도 대폭 축소되었다. 기존

의 섬유업체들 또한 ‘탈 섬유업’ 붐을 타고 기계, 전자 분야로 신규 진출을 시

도하는 등 섬유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1984년 우리나라 섬유수출액은 7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섬유산업이 국가산업의 뿌리로서 오랜 기간 튼튼하게 다지고 

쌓아온 저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대내외적으로 이와 같은 경제, 산업환경 하에서 팬코는 창업의 첫발을 힘차

게 내딛었다. 나라 안팎의 산업환경이 의류제조수출기업인 팬코에 다소 불리

하게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모든 사업이란 ‘경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당

시 최영주 회장의 확고한 소신이었다. 즉 사업은 대세적, 시기적 흐름을 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해당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한길로 

매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성공요소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팬코는 이

처럼 의류산업에서 쌓아온 최고경영자의 오랜 경험과 확고한 소신, 노하우를 

토대로 마침내 드넓은 대양, 미지의 신세계 개척을 위한 힘찬 항해를 시작하

였다.   

사업기반 조성

팬코는 창업과 동시에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하였다. 창업 다음 

달인 1985년 1월 16일에는 회사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3월 20일에

는 수출입허가를 취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들을 갖추었다. 이어 경영관리 및 

생산체제 구축 등 제반 사업기반 조성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부도 직후 

새롭게 재개하는 사업이다보니 제반 경영여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창업 당시 팬코의 직원 규모는 총 8명에 불과하였다. 범한산업이 문을 닫게 

되면서 200여 명에 달하던 직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그중 일부만 남

아 제2창업에 동참하였다. 생산시설 역시 취약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규모 임대공장을 마련하였으나 범한산업의 모든 자산이 경매처분 됨에 따

라 생산설비를 모두 새로 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당

시 팬코의 자금사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영주 회장은 배수의 진을 

치는 비장한 심경으로 경매처분 받은 설비구매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

득과 사정을 거듭한 끝에 일부 설비를 대여 받아 어렵사리 생산활동을 재개

할 수 있었다. 

팬코의 창업 초기 주 생산품목은 여성용 니트웨어였으며, OEM과 ODM방식

을 통해 대일對日 수출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형태는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어 팬코의 외길경영 30년 역사를 창조하는 

토대가 되었다.

사업활동의 본격화

부단히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경영이란 늘 도전과 

모험, 개척과 혁신노력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팬코는 이전 범한산업 시절과 동일한 생산품목, 영업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

였지만 판매시장을 미국에서 일본으로 전환하다보니 그에 따른 대응과제들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일본 바이어들과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추

진하기 위해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을 채용하고 영업직원들에게도 틈틈이 일

본어를 익히도록 독려하였다. 최영주 회장 역시 일본어 공부에 집중, 6개월 

만에 기본적인 상담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또한 일본 시장수요와 고객니

즈를 조사하는 한편 주요 영업대상 기업의 검수기준, 제품특성 및 트렌드 등

에 관한 세밀한 분석작업도 실시해야만 하였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수시로 

현해탄을 오가며 유력 바이어 및 업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새로운 납품처를 

물색하는 등 비즈니스에 전력하였다. 

그 결과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주문량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

였다. 신규 거래선도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소량 주문에 그치던 기업들

도 품질, 납기, 가격 등에 만족하게 되면서 대량 오더를 발주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는 범한산업 시절 대미 수출사업을 하며 소량이나마 일본 시장을 상

대로 수출실적과 경험, 신뢰를 쌓았던 것이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사업이 급속히 활성화되자 팬코는 당시 소규모 생산인력으로 주문량

을 소화하지 못해 급하게 외주업체를 물색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하였

다.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회장 이하 전 직원들 또한 담당업무와 상관없이 밤

최영주 회장은  

배수의 진을 치는 비장한 심경으로  

경매처분 받은 설비구매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과 사정을  

거듭한  끝에 일부 설비를 대여 받아 

어렵사리  생산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섬유수출액 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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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워가며 생산 및 포장작업을 도왔다. 

한편 사업운도 따라주었다. 특히 창업 초기 일본 시장개척에 많은 도움을 주

었던 이는 당시 일본에서 의류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미즈미 사장이었다. 미

즈미 사장과 팬코 최영주 회장과의 인연은 참으로 우연한 기회에 시작되었

다. 1983년 최 회장이 범한산업을 경영하던 시절, 하루는 사무실 문을 열어 

둔 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건물에 사업관계로 들렀던 일본인 신사 한 

명이 쇼룸에 진열된 의류제품을 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진열상

품들을 찬찬히 둘러보고 난 뒤 최 회장에게 샘플상품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명함을 건네주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는 당시 일본 유명 

의류회사 사장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미즈미 사장과의 만남은 이후 자연스럽

게 거래관계로 이어졌고, 그 인연은 최 회장이 팬코를 창업한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특히 미즈미 사장이 팬코 최 회장에 대해 깊은 신뢰감을 갖게 된 데

에는 한 가지 일화가 있었다. 당시 팬코는 미즈미 사장과 거래를 하던 중 작

은 실수를 하게 되었다. 납품한 제품 중에 몇 개의 불량품이 섞여 있었던 것

이다. 일면 그냥 넘어가도 좋을 정도의 경미한 불량이긴 하였으나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최 회장은 미즈미 사장이 한사코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해당 불량제품에 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해 주었다. 이

를 계기로 팬코 최 회장과 미즈미 사장은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될 정도

로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팬코가 일본 시장을 개척함에 있

어서도 그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이런 과정과 노력을 거쳐 팬코는 창업 후 사업 첫 해인 1985년 155만 달러에 

달하는 대일 수출실적을 거두었다. 당시 국내에서 일본 시장을 상대로 연간 

150만 달러 이상의 의류수출실적을 올린 기업들이 드물었던 것을 감안하면 

팬코의 출발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는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배수의 진

을 치는 심경으로 제2창업을 결행, 사업활동에 최선을 다한 최영주 회장의 

강한 의지와 노력, 동종 업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신뢰 그리고 직

원들의 적극적인 열성이 밑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장기반 구축

1986년에 이르러 팬코는 전년도의 사업성과를 발판삼아 사업규모를 확장하

는 등 과감한 공격경영을 실행하였다. 이는 단순히 단기간의 높은 실적에 고

무되어서가 아니라 향후 사업전망, 시장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데에 따른 것

이었다. 

팬코는 1986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본금 규모를 2억 5,000만 원 증

자하였으며, 생산시설도 3개 라인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신규 거래처와 주문

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생산인력을 충원, 직원 규모 역시 100여 명에 이르

게 되었다. 그러고도 주문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약 50여 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에 외주를 줘야만 하였다. 

창업한 지 불과 2년밖에 안된 소규모 기업에 그처럼 오더가 증가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의류제품이란 무엇보다도 품질 면에서 일체의 하자가 

없어야 하고, OEM사업의 특성상 납기를 정확히 지켜야 함은 물론 가격 면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녀야 비로소 발주업체와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

다. 또한 그와 같은 요건과 노력이 일관적으로 유지, 수행되어야만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당시 팬코는 그 모든 요건들을 구비함으로써 꾸

준히 새로운 고객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창업 초기 팬코의 품질관리 및 납기준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열성과 노

력은 철저하고도 충실하였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엄격한 제품검수기준 충족

을 위해 티셔츠의 실밥 한 올, 단추 구멍 하나에도 각별한 주의와 정성을 기

울였다. 아울러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품의 개선 및 개발을 부단히 추

진하는 한편 초스피드 생산을 통해 빠른 납기와 코스트다운을 실현하였다.

여기에 최고경영자의 섬세하고도 치밀한 점검, 확인노력이 더해졌다. 최영주 

회장은 평소 경영을 함에 있어 사소한 것 하나라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

다. 그는 외견상으로 그저 한없이 호쾌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닌 듯 보이지

만 일단 비즈니스에 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특히 고객

을 배려하고 거래처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다보니 철저한 품질관리와 납기준수는 기본이었고 고객들의 신뢰는 더

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팬코는 1986년 한 해 동안 일본 유력 의류판매기업인 사

일본 미즈미상사 직원들의 방문

上  일본 바이어의 방문 상담

下   창업 초기의 봉제라인

30
 Y

EA
R

 H
IS

TO
R

Y 
OF

 P
AN

KO

073
072통사편

세계를 향한 기업, 미래를 위한 경영
제1장  |  미래도약을 위한 초석을 놓다

1984-1989



쿠라쇼지, 미즈미쇼지 등에 니트웨어를 대량 납품, 총 650만 달러의 수출실

적을 거두게 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팬코가 

창업 초기 성장기반을 굳히는 데에 있어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 

역시 전년대비 205% 성장을 기록, 내실경영의 기틀을 탄탄히 다지게 되었다.

  

경영환경의 변화

팬코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성장을 향한 약진을 계속하였다. 그러

나 대내외적 경영환경이 그리 좋은 편만은 아니었다. 1987년 우리나라 섬유

산업은 숙련 기능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건비 상승, 저가低價전략을 앞세운 

경쟁국의 추격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갔다. 또한 개별산업의 지

원정책을 하나로 통합한 「공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직물 및 염색가공업을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 신규 업체의 진입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러웠

던 것은 이 같은 상황 하에서도 때마침 도래한 3저 현상으로 우리나라 섬유

산업은 1987년 단일품목 사상 최초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급속한 임금상

승과 인력난이 심화되고 6.29 민주화선언을 기점으로 사업장마다 노사분규

가 빈발함에 따라 섬유업계는 하나 둘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였

다. 의류봉제기업들을 중심으로 저가 대량생산 품목의 경우 인건비가 낮은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국내에서는 중고가 위주의 제품을 생

산하는 등 업종별, 품목별 생산구조의 고도화, 효율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걸쳐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과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봉제업종 역시 생산직군의 인력난, 채산성 저하 등 이

중고를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

듯 당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팬코는 더 

큰 미래발전을 향한 약진을 거듭하였다. 

생산기지 확대와 사업성과 증대 

1988년 1월 팬코는 장안동에 약 400여 평 규모의 새로운 봉제공장을 설립하

였다. 창업 후 수출오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부터 준비에 착

수, 1년여 만에 가동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신규 공장은 모두 6개의 생산라

사업확장과 경영시스템 정비

팬코는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직원 수와 매출규모가 급증함

에 따라 사세를 확장하는 한편 경영시스템도 새롭게 정비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업 초기의 경우 소규모 조직으로 매출신장을 위해 주

력하다가 사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기업규모를 확대하고 제반 경영체제를 갖

추어 나가듯 팬코의 경영역정도 그러하였다. 하지만 팬코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 

1987년 8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동양고무빌딩으로 사무실을 확

장 이전하였다. 생산능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근 중곡동에 소규모 편직

공장을 마련, 운영하는 한편 이듬해 가동을 목표로 새로운 봉제공장 설립도 

준비하였다. 직원 수가 130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생산, 관리, 영업 부문의 직

제를 개편하고 제반 업무규정을 마련하는 등 회사의 경영시스템도 재구축하

였다. 또한 ‘창조적 제안, 진취적 기상, 희망찬 미래’라는 경영방침을 정립, 기

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외주물량 증가에 따

른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외주가공비 청구지침 등의 규정을 제정하는 한

편 직원소유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제도를 도입, 업무효율화와 직원복리증

진을 도모하였다. 특히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매

출증대와 기업의 지속성장을 추진하고자 자체 생산제품은 물론 외주생산품

에 대해 철저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 실행해나갔다. 

이 같은 열성과 노력으로 팬코는 1987년 마침내 수출 1,000만 달러를 달성하

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창업한 지 3년밖에 안 된 신생기업이, 그것도 품

질기준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일본 시장을 상대로 당시 1,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경이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팬코는 제

24회 무역의 날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당기순익 

02

성장가속화 
추진

上  창업 초기 전 직원 조회

下   산업합리화업종 보도 기사(매일경제, 1986. 11. 05.)

1천만불 수출의 탑(198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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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갖춤으로써 외주물량 축소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품질관리업무

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생산기지 확장에 따라 소요인력도 대거 충원, 생산

직원 규모가 230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팬코는 탄탄한 중소기업의 면모를 갖

추게 되었다. 

사세확장, 대내외 업무량 증가로 인해 경영체제도 새롭게 개편하였다. 3월 말

에 이르러 생산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현 청도팬코 법인장이 대표이사 사장으

로 취임, 경영실무를 관장하였으며, 최영주 회장은 해외업무를 비롯한 기업

경영 전반을 총괄, 지휘하였다. 

팬코의 가속성장, 우수경영 사례는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았

다. 1988년 1월에는 당시 외무부로부터 청색靑色여권 법인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수출기업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편의를 위해 정부가 여권발급기준을 완

화해주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해 제공하는 

혜택이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선정하는 ‘유망중소기업’에 선

정됨으로써 기업의 성장전망과 미래가치를 입증하였다. 그리고 연말에 이르

러서는 마침내 수출 2,000만 달러를 돌파하는 대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제

25회 무역의 날, 전성훈 대표이사가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훈하는 영예

를 안게 되었다. 당시 2,000만 달러를 상회하였던 팬코의 대일對日 의류수출 

실적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팬코는 현

재까지 줄곧 일본 시장에 가장 많은 의류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으로 그 위상

을 확고히 굳히게 되었다. 

사업역량의 강화

팬코는 1989년에 이르러 자본금 규모를 3억 원으로 증자, 재무구조의 건전성

을 확보하는 한편 생산설비 및 인력도 확충, 향후 수주물량 증가에 대비하는 

등 성장가속화를 위한 사업역량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직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직제운영 및 업무관리시스템도 체계적, 효

율적으로 재정비하였다. 창업 초기 소규모 조직이었을 때는 직원들이 제반 

업무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의적, 편의적으로 처리하였지만 직원 수가 

300여 명에 달하다보니 일정 원칙과 기준에 의한 제도적 장치 및 효율적 관

리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이에 관리부서에서는 새로운 업무규정과 제도를 정

비하는 등 경영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았다. 특히 해외 영업에 

필요한 샘플 출고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확한 원사原絲사용량 파악과 회

계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샘플출고절차규정을 새로이 수립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급여체계와 복리후생기준도 재정립하였다. 

영업부문에서도 거래선 개척 및 관리를 위한 다각적 전략을 추진, 성과를 제

고하였다. 특히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소재, 새로운 디자

인 상품을 개발, 제안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갔다. 생산부문 역시 효율적 노무

관리체제와 설비확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 결

과 팬코는 1989년에도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과창출로 인해 제26회 무역의 날, 상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게 되었다. 

발전적 조직문화 구현

창업 초기 팬코가 급성장을 이룬 데에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열성, 노력, 애

사심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이 같은 의식과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동기를 부

여해준 회사의 경영방침 등이 밑받침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은 대부분 열악한 편이었다. 특히 봉제업종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

다. 팬코 역시 당시 한창 성장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이다보니 타 기업에 비해 

제반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직원들을 가

족처럼 여기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회사의 경영방침만큼은 어느 기업에 못지

않았다. 팬코는 창업 초기 생산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로를 

덜어주고 건강을 증진시켜주기 위해 거의 매주 1, 2회씩 단체회식자리를 마

련하였는가 하면, 화합적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단합대회와 야유회, 체육대

회 등도 수시로 개최하였다. 특히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한다는 회

사방침에 따라 사내식당 운영도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최영주 회장 모친이 

직접 운영, 매일같이 모든 메뉴를 직접 챙기는 정성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최 

회장 역시 직원들과 친밀하고 격의 없이 소통함으로써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유망중소기업 지정(중소기업은행, 1988.09.09.)

 창업 초기 쇼룸

직원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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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당시의 회사 분위기 및 조직문화에 대해 창업 첫해 입사, 현재까지 최장기근

속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전성국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팬코가 성장기에 접어든 1980년대의 경우 수출오더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하는 등 열성적으로 일했습니다. 물론 힘은 

들었지만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

되고 미래비전도 밝아지다보니 직원들 또한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노력의지와 

애사심을 가지는 선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코의 조직문화

와 기업풍토는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 또한 돈독하였다. 1980년대 생산직 사원들 

중에는 옛 범한산업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재입사한 경우가 많았으

며, 기존 직원들의 추천이나 연고를 통해 입사한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다보니 직원 상호 간 화합과 결속이 잘 이루어져 매사에 보람과 기쁨, 어

려움 등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같은 직장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당시의 이 같은 발전적 조직문화는 팬코가 창업 초기 성장가속화를 이루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과 평가 

기업의 지속성장은 기업 자체의 이익실현은 물론 고용유발, 세수증대 효과 

등을 통해 국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1980년대 팬코의 지속성장 역시 그러하였다. 특히 만성적 무역적자국인 일

본 시장을 상대로 수출활동에 주력,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일반 내수기업들에 비해 더 큰 기여성과를 창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팬코의 경영활동과 역할, 성장요인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조명작업은 사회적, 경영학적 차원에서도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닌다. 

1984년 말 창업한 후 1989년까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사업기간 동안 팬코

가 급성장을 이룬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장요인은 바로 경영자의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과 안목, 개척자적 열정, 과

감한 추진력이었다. 1980년대의 경우 국내 대다수 의류수출기업들은 마켓규

모가 큰 미국 시장 진출에 주력했던 반면 소량 오더 위주의 일본 시장에 대

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팬코는 바로 이 같은 점에 착안, 역발상

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성장활로를 모색하였다. 즉 쿼터제의 제한을 받지 않

으면서도 경쟁기업이 거의 없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는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열성적 영업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한 것이

었다.

기실 모든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업아이템과 추진전략이

라 할 수 있다. 사업이란 누가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흥망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블루오션을 정확히 찾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했던 당시 팬코의 

사업전략은 기업성장의 핵심비결이었다. 여기에 평소 성실한 사업수행을 통

해 다져온 거래처와의 돈독한 신뢰관계, 철저한 품질관리와 끊임없는 디벨롭

노력, 스피드경영을 통한 생산성 및 가격경쟁력 확보, 회사발전을 위한 구성

원들의 적극적 의지 등이 더해지면서 더욱 발 빠른 성장을 지속하게 된 것이

었다. 

팬코는 이처럼 회사의 창업기이자 개척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를 성공적

으로 마무리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본격 성장, 발전기인 1990년대로 나아

갈 채비에 돌입하였다.

1980년대의 경우 국내 대다수   

의류수출기업들은 마켓규모가     

큰 미국 시장 진출에 주력했던   

반면 소량 오더 위주의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팬코는 바로 이 같은 점에 착안, 

역발상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성장활로를 모색하였다.   

左  1986년 송년회(1986. 12. 30.)

右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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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모색

끊임없이 연속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지만 한 연대를 보내고 새로운 연대를 

맞이하는 느낌과 의미란 그때마다 각별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내외 경영환

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기업조직의 경우 새로운 시대조류의 변화에 

부응하여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재정립하고 경영시스템과 추진전략을 혁신해

야만 한다. 

팬코가 본격 성장, 발전기에 접어든 199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산업환

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초중반의 경우 정부의 세계화정책 추

진과 OECD가입 등으로 수출량이 증가하고 세계무대에서의 국가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국난’이라 불리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온 나라는 다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

면하게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명암과 희비가 크게 교차했던 시기였다.  

섬유의류산업환경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뒤따랐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만성적 인력부족현상과 가파른 임금상승,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수준, 제품의 공급과잉에 따른 업체 간 과당경쟁,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및 개발도상국 경쟁기업들의 추격 등으로 국내 섬유의류업계

는 장기적 침체기에 돌입하였다. 정부는 섬유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개발 및 생산설비의 자동화, 패션 분야 디자

인개발, 수출업체를 위한 관세율 개편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

였다. 그러나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나라 안팎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사업구조 조정,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기업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자구노

력을 경주, 향후의 성장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팬코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기업의 지속성장, 미래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

신의 다단多端한 경영역정을 거쳤다. 팬코에 있어 1990년대는 대외적으로 글

로벌기업, 글로벌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 추진했던 시기였으며, 대내적으로

는 사업역량과 사세를 크게 확장, 제2단계 성장실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 시기였다. 따라서 팬코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해외 생산기지 건설과 

수출시장 다변화, 외국 브랜드 도입, 제품 및 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

하는 한편 국내의 염색, 봉제공장 인수를 통한 사업역량 확충과 생산체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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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를 추진하는 등 미래경영,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에 전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팬코는 새로운 산업환경과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직원들의 근무

의식 및 자세, 경영관리시스템, 업무프로세스, 조직체제 등을 혁신하려는 노

력도 병행, 21세기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한 힘찬 행보를 계속하였다.

지속성장을 위한 의지와 자세

1990년대의 서막을 여는 정초, 모든 기업들이 그러하듯 팬코 역시 신년을 

맞아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의지에 대한 다짐과 천명으로 한 해 업무를 시작

하였다. 

1990년 1월 2일 최영주 회장은 전 임직원이 참석한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통

해 “창업 이후 그동안의 경영역정을 돌아보면 더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

지만 매년 회사가 성장을 계속함에 따라 보람과 기쁨, 성취감을 느낄 때가 

훨씬 많았다.”고 소회를 밝히고 “특히 팬코가 창업 초기 열악한 경영여건 속

에서도 불과 4년 만에 2,000만 달러의 수출고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고객들의 신뢰와 성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

적 노력이 밑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고객과 직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이어 최 회장은 “1980년대가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성장활로를 개척한 연대였

다면 1990년대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더 큰 도약을 

실현해가는 꿈과 희망의 연대가 될 것”이라고 기업의 미래비전과 경영목표를 

천명함과 아울러 “전 임직원들은 회사가 발전하면 자신도 발전한다는 동반

자적 의식, 공동체적 자세를 지니고 앞으로도 가일층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래경영 노력과 투자

팬코는 1990년 1월 1일부로 사명社名에 함의된 업종 및 업태의 영역범위를 보

다 효과적으로 정립, 대내외에 공지하고자 한글 사명을 변경, 기존 ‘팬코무역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팬코’로 개칭하였다. 이는 회사의 업종이 제조업이다 

보니 사명에 ‘무역’이란 종목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던 데다 향

후 사업다각화에 대비, 업종 및 업태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4월에 이르러서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동대문구 장안동에 봉제2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양산채비를 갖추었다. 신규 설립한 장안동 봉제공장은 건축연

면적 약 264㎡ 규모에 2개 생산라인을 설치, 가동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산시설 부족으로 외주생산 시 더러 발생되었던 제품불량 및 납기지연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여력이 점차 축적되면서 미래경영, 사원복지 부문에도 투자와 노력을 기

울였다.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향후 편직공장 설립을 위해 성북구 공릉동에 

공장용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한편 이듬해 입주를 목표로 사원아파트 마

련 계획도 수립하였다. 아울러 기술력 향상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직원들

의 교육훈련체계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사업실적 면에서도 전년 대비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팬코는 1990년 한 해 

동안 매출 2,052만 달러를 안정적 성장과 미래도약 기반을 다져나갔다. 

기업문화와 사훈

‘경영학의 구루Guru’로 불리는 톰 피터스는 “어느 기업이든 구성원들의 의식

행태를 보면 해당 기업의 발전가능성과 미래가치를 진단할 수 있다.”며 조직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1990년대 초 팬코의 기업문화는 자못 역동적이고 진취적이었다. 특히 CEO

의 솔선형 리더십과 개척자적 도전의식, 부단한 열성 등은 구성원들에게 활

력을 불어넣었다. 사내 분위기 역시 유연하고 화목하였다. 300여 명의 구성

원들 중 생산직 여사원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다보니 회사 분위기는 자

연 정감있고 부드러웠으며 가족친화적 정서가 형성되었다.

당시 팬코의 기업문화, 조직 분위기에 대해 1991년 입사 이래 현재 25년째 재

직 중인 신중기 상무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대학졸업 후 첫 직장으로 선택한 곳이 팬코였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제품의 

생산공정과 영업, 수출 관련 업무 등 제반 분야가 생소하고 신기하게만 여겨

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직원들이 매일매일 활기

‘팬코무역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팬코’로 사명 변경

1990년대 초 팬코의 기업문화는 

자못 역동적이고 진취적이었다. 

특히 CEO의 솔선형 리더십과 

개척자적 도전의식, 부단한 열성 등은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내 분위기 역시 유연하고 화목하였다. 

30
 Y

EA
R

 H
IS

TO
R

Y 
OF

 P
AN

KO

083
082통사편

세계를 향한 기업, 미래를 위한 경영
제2장  |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다

1990-1999



차고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면 직급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소에서부터 물건 나르는 일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입사 초기 실무경험이 전혀 없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배직

원들이 자상하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동생처럼 정겹게 대해준 덕분에 첫 직

장이 평생직장이 되었습니다.” 

팬코는 1990년대 초 회사의 사훈을 ‘최선을 다하자’로 설정하였다. 이는 일면 

평범한 구호로 여겨질 수 있지만 ‘진리란 평범한 말 속에 있다’고 한 격언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만 최상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최영주 회장의 경영

철학을 담은 것이었다. 아울러 팬코는 매월 초 전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정례

조회시간을 가짐으로써 노사 간, 구성원 간 소통의 장과 화합의 시간을 마

련하는 등 발전적 기업문화 창출을 위해 적극 힘을 기울였다.

사원복지증진을 위한 노력

1991년 9월에는 직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사

원임대아파트를 마련하게 된 것이었다. 팬코가 분양받은 사원아파트는 모두 

6가구로, 300여 명이 넘는 전체 직원 수를 감안하면 부족한 규모이기는 하

였다. 그러나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일부 무주택 사원들에게는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식이었다. 이에 입주대상 직원들은 마치 내집 마련

을 한 듯 모두 기뻐하였다.

기실 회사 창업 후 불과 5, 6년 만에 사원아파트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당시 

팬코의 사업성과와 성장속도, 직원복지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였는지를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이었다. 

전성훈 현 청도팬코 사장은 당시를 이렇게 술회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회사가 한창 성장에 전력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

업 부문이 아닌 사원복지 부문에 일찌감치 그와 같은 투자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중소 봉제기업 중 사원임대주

택을 마련, 운영한 곳은 아마 팬코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는 지금 생각해

봐도 매우 뜻 깊고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원아파트 마련을 계기로 사원

들의 근로의욕도 한층 높아지고 회사에 대한 신뢰와 애정 또한 더욱 깊어지

게 되었습니다.” 

팬코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사원임대주택운영규정을 제정, 공정하고 합리

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를 관리, 운영하였다. 특히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기근속 무주택 사원 중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기

혼자’를 우선 선정, 입주하게 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원

들을 배려하였다. 

생산체제 효율화 기반 구축

성장가속화에 따른 사업확충과 시설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91년 11월 팬코는 향후 수주물량 증가에 대비함과 아울러 생산원가 절감,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경기도 의정부에 염색공장을 설립하였다. 

의류제조업은 기본적으로 편직, 염색, 봉제 등 3단계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

산하게 되는데, 그동안 팬코는 재정적 여건상 편직, 봉제공장만 설립, 운영하

였을 뿐 염색공장은 가동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생산원가 상승은 물론 

품질저하, 납기지연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상존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팬

코는 사업이익을 생산시설 확충에 재투자, 봉제공장과 편직공장 설립에 이어 

자체 염색공장까지 마련함으로써 의류제조업이 갖춰야 할 제반 생산시스템

을 완비하게 되었다. 당시 의정부 염색공장은 법원경매를 통해 매입하였는데, 

이후 공정 및 지역 특성상 오폐수 발생과 물류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도 하였으나 회사의 생산성 제고 및 생산원가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함께 1988년 중곡동 편직공장 설립에 이어 새로운 편직공장을 마련하

게 되는 계기도 우연히 찾아왔다. 

1991년 말,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주)합전이라는 편직공장을 운영하고 있

던 사장이 거래은행의 소개로 팬코를 방문하였다. 그는 최영주 회장을 만나 

회사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자신의 공장시설 일체를 인수해줄 것을 제의하였

다. 최 회장은 처음에는 “그럴만한 재정여력이 없다.”며 이를 정중히 거절하

였다. 그러나 거듭되는 간청과 적절한 조건제시에 최 회장의 마음이 움직이

기 시작하였다. 당시 팬코의 경우 기존 공장만으로는 수주물량을 소화하기 

힘들었던 터라 어차피 새로운 생산기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인수 조

1991년 9월에는 직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사원임대아파트를 

마련하게 된 것이었다.  

회사 창업 후 불과 5, 6년 만에 

사원아파트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당시 팬코의 사업성과와 성장속도, 

직원복지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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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역시 당장 큰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최 회장은 오랜 

검토와 고심 끝에 (주)합전의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모든 공장시설을 인

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주)합전의 가양동 공장과 중곡동 편직

공장을 통합, 생산관리체제의 효율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경영관리시스템 정비와 업무효율 제고

어느 기업이든 창업 초기에는 회사의 성장과 이익에 직결되는 업무 즉 생산, 

영업 활동에 사력社力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경영관리

업무는 소홀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팬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창업 이후 수출오더를 늘리고 이를 차질없이 

생산, 납품하는 데에만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경영관리부문의 업무체

제와 역량은 다소 취약하였다. 1991년 초반까지만 해도 회사의 업무부서는 

생산부와 관리부 크게 두 부서로 구분되었다. 당시 관리부에서는 총무, 인

사, 재무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직원 수 또한 매우 적었다. 그러던 중 1991년 

후반기 의정부 염색공장과 가양동 편직공장 인수 등으로 사세가 급속히 확

장되면서 경영관리업무시스템 및 인력의 보강, 확충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말 재무담당 직원을 충원함과 아울러 일부 직제를 개편, 업무효율화

를 추진하였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재무, 총무담당자들에 대한 외부교

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역량 배양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

하였다. 생산직 사원들에 대해서 역시 자체 품질교육을 강화하고 인사, 보수

기준 및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경영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시스템 보강과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다각적 노력과 함께 영업활동 역시 활발히 추진하였다. 팬코는 1991

년 한 해 동안 2,36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 전년대비 약 20% 이상의 매출

신장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기업의 건실성을 인정받아 3월 10일 근로자의 날에는 생

산부 김순이 주임이 국가산업과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게 되었다.

대내외 사업환경의 변화

비즈니스 환경이란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1년 혹은 몇 달 만에도 

사업성패가 좌우될 정도의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 비즈니스 환경은 비단 

경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외교 등 사회 전반과도 밀접한 연관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산업시대, 정보통신시대로의 진입기인 

1990년대의 경우 그 변화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환경변화를 수반하는 국가 

사회적 이슈 또한 많았다.  

1992년에 이르러 국내 사업환경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것은 바로 

한·중 수교로 인한 것이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 및 협

력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 수교 공동성명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당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과의 경제

교류 선언은 극심한 인력난, 고임금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던 국내 기업들

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던 섬유봉제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활로 개척의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한·중 수교 선언 발표 이후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

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팬코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동안 다행히 일본 시장이라는 미답지를 개척, 

지속성장을 이어왔으나 1980년대 말부터 국내 산업계 전반의 고임금 추세에 

따라 원부자재가격은 물론 아웃소싱 비용까지 계속 높아지면서 생산원가는 

상승을 거듭하였다. 또한 다품목 소량생산체제인 업태 특성상 시간과 인력

의 대거 투입으로 자체 인건비 비중도 늘어나 채산성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시

작되었다는 것은 팬코에 있어서 역시 큰 이슈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팬코 

경영진은 향후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외부강사 초빙 강연회 실시

한·중 수교 보도 기사(1992.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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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 정비와 경쟁력 강화  

한편 1992년에도 지속성장을 위한 팬코의 행보는 바쁘게 이어졌다.

6월 24일에는 경영 및 사업효율화를 위해 자본금 3억 원을 증자하였으며, 8

월에 이르러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의정부 염색공장 오폐수 

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동종 업체 간 정보교류, 권익보호 

등을 위해 10월 20일 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에도 가입하였다. 

생산성향상, 품질제고를 위한 생산체제 정비작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4월에 이르러 그동안 규모가 협소하여 설비 신증설이 어려웠던 중곡동 편직

공장을 새로 인수한 가양동 (주)합전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8월에는 동대

문구 장안동 소재 봉제1, 2공장을 성동구 중곡동 자체 소유 건물로 옮겼다. 

아울러 생산공정 및 조직체제도 효율적으로 개선, 개편하여 작업능률을 높

이고 제품의 불량방지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수행 노력도 적극 실천하였다. 팬코는 

1984년 창업 이래 20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근 20여 년 동안 원부자재

를 구입함에 있어 저가의 수입원단 대신 가격이 다소 비싼 국산제품을 사용

하였다. 이는 생산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국

산제품 활용을 통해 국가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겠다는 최영주 회장의 

완고한 경영방침 때문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에도 하청업체 외주비용만큼은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하는 원칙을 고수함

으로써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였다.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당시 팬코의 초스피드 생산방식과 작업

열정은 업계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다. 이에 따라 납기지연이 거의 없었음

은 물론 발주처에서 급하게 샘플을 요구할 경우에도 가용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언제나 원하는 시간 내 샘플을 제작, 전달하였다.  

팬코의 이 같은 수범적 경영방식과 사례, 열성적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3월 18일 제19회 상공인의 날, 최영주 회장이 국가산업발전

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한 것을 비롯하여 11월 30일 제29회 

무역의 날에는 신정철 전무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당년 매출 또한 2,749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실적

을 거두었다. 

조직개편과 경영효율화 추진

1993년 2월 팬코는 종전 동대문구 장안3동 동양고무빌딩에서 장안1동 승원

빌딩으로 본사를 확장, 이전하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관리부서 인력을 충원

하고 업무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경영관리업무시스템을 대폭 보강하였다. 

당시 재편된 조직구조를 보면 경영관리부서로 총무인사팀과 재무팀 그리고 

수출입서류 등 주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업무팀을 설치하였다. 또한 수출

부를 확대 개편하여 영업, 생산, 상품기획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였으며, 아

울러 시장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내수사업부를 신설, 국내 시장 개척을 추

진하였다.  

영업, 생산 업무방향 및 전략도 효과적, 합리적으로 수립, 추진하였다.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개발과 제안, 납기의 단축, 높은 품질수준 유

지, 고객요청사항의 적극적 반영 등을 기본방침으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갔다. 

한편 생산직 사원 수가 400여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와 복리후

생, 교육문제 등도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팬코는 효율적 생산프로세스 운영

을 위해 현장책임자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양함과 아울러 직급별 기술, 품질

교육을 점차 강화하였다. 또한 1980년대부터 전개해온 DQCSDevelop,  Quality, 

Cost, Speed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속도 

중심의 생산활동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급여체계도 현실화하여 구성원 복리증진을 적극 도모하였다.  

경영방침과 사업전략       

팬코는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업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경영방침

과 사업전략 또한 그에 맞게 수정, 추진하였다. 

내실경영을 통한 안정적 발전기반 확립, 시장다변화를 통한 신성장활로 개

척, 품질경영, 스피드경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미

래경영 대비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영철학으로는 사회기여정신을 근간으로 기업활동을 통한 최선의 공익가치

를 창출하는 데에 궁극목적을 두었다.  

석탑산업훈장 수훈(최영주 회장, 1992. 03. 18.)
직원 단합대회(1993.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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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식 역시 철저한 현장중심경영을 통해 제반 업무를 사전사후 현장에서 

점검, 확인하고 선제적 대비태세를 갖춰 매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

다. 특히 최영주 회장은 대내외적 활동으로 영일없이 바쁜 중에도 회사업무 

전반을 직접 챙기고 꼼꼼히 살핌으로써 경영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갔다. 당시 

직원들 중에는 최 회장의 이 같은 철저하고 세밀한 경영스타일에 대해 불만

을 갖는 직원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보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은 사소한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직원들 눈에는 전혀 안 띄는 문제점들도 경영자의 눈

에는 바로 발견되는 예가 많고 또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작은 실수나 방심

으로 인해 후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경영자를 비롯하여 전 임직원들이 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점검자세, 적극적 열성을 지니고 업무에 전력한 결과 팬코는 1993년 한 해 

동안 매출 2,966만 달러를 달성, 지속성장의 그래프를 이어갔다.

의류제조수출업계의 채산성 약화

1990년대 초중반 국내 섬유업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아 새로운 도전

과 변화를 시도하며 성장활로를 모색하였다. 

특히 의류제조수출기업들의 경우 한·중 수교와 WTO체제 출범 등으로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력난과 고임금, 무역장벽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도래한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 자유무역시대를 맞아 생존에 필요한 고도의 경쟁력을 확보해

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기업들은 새로운 생산거

점 구축과 시장개척 등을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체 도태되고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1994년 당시 국내 의류제조업계는 한·중 수교 이후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 생산활동을 하였던 관계로 경제지표상으로는 업계 전반의 경

영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 수치일 뿐 실제 

대다수 기업들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채산성 약화로 인해 고전

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당시 기업의 채산성 약화요인은 바로 고임금으로 인

한 생산원가 상승이었다. 특히 의류제조기업의 경우 생산품목이 워낙 다양

한데다 복잡, 세밀한 작업공정을 거쳐야 하기에 자동화가 어렵고 수작업 의

존도가 높았다. 이로 인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업계 평균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같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

는 한 어느 기업이든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는 물론 기업의 지속성장

을 실현하기 어려웠다.

팬코 역시 봉제를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노동집약형 기업으로 당시 대내외

적 환경변화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팬코는 1994년 2,893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지만 당기순익 규모는 1억여 원에 불과하였다. 창업 

이후 외형은 매년 신장을 거듭하였으나 1980년대 말부터 점차 채산성이 약

화되면서 매출액 대비 순익비율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기업

의 지속성장, 미래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다.

중국 생산기지 설립 검토 및 결정

인력난과 고임금, 채산성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중국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이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진출 러시가 이어졌다. 1990년

대 초반 중국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0만 원 정도로 우리나라 근로자 임

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인건비 비중이 극히 높은 국내 기업

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단순 조립, 가

공 업종의 경우 대규모 인력확보가 용이한데다 확보인력에 대해서도 단기간

의 기초훈련만 실시한 후 생산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등 거의 전 업종에 걸쳐 많은 수의 기업

들이 중국으로 속속 생산기지를 옮겨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제

조업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되었다. 특히 사류, 직물류, 편직의류 등 섬유 관

련 기업들의 경우 중국 내에서도 물류환경이 좋은 청도, 대련, 심양, 천진 지

역으로 집중 진출, 해당 지역에서는 인력채용을 놓고 국내 업체 간 과당경쟁

MBC 창사 30주년 기념  ‘다시 뛰는 한국, 한국인’  

생방송에 출연한 최영주 회장(1993.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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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 붐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인력난과 고임금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그로 

인한 가격경쟁력 및 채산성 약화, 수주저하와 사업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

환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었다. 즉, 당시 국내 기업들에 있어 중국

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문제는 단순히 기업이익증진을 위한 전략적 차원

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사활과 사업 성패가 걸린 절실한 생존의 문제였던 것

이다.

팬코 역시 이 같은 시대조류를 거스를 수 없었다. 팬코는 1992년 한·중 수교 

선언 이후부터 줄곧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문제를 검토하였다. 당시 임

원들은 최영주 회장에게 “가격경쟁력 확보와 채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능

한 빠른 시일 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

의하였다. 그러나 최 회장은 “국내에서의 생산여건이 어렵다고 모든 기업들

이 중국으로 옮겨가버리면 나라경제는 어찌 되겠느냐?”며, “일단 시간을 두

고 좀 더 참고 기다려보자”고 결정을 유보하였다. 이는 기업이익보다는 국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더 중시하는 최 회장 외곬의 경영철학 때문이었다. 

그리고 해외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 가동하는 일 역시 그리 쉽고 간단하게 

판단, 결정할 문제도 아니었다. 더욱이 한창 성장단계에 있는 팬코에 있어 제

반 경영환경과 언어, 생활문화가 다른 외국에 생산기지를 설치하였다가 혹시

라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

다. 따라서 팬코는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제반 조건과 중국 진출 기업들의 실

제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며 그동안 신중하게 대비를 해왔었다. 

하지만 인력난과 고임금현상 등으로 국내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되면서 더 이

상 원활한 생산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팬코는 다른 기업들보다 다

소 늦은 시점인 1994년 중반에 이르러 마침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기

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인력투입이 가장 많은 봉제공장을 중국에 

새로 설립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처럼 국내 공장을 모두 폐쇄하

고 생산기지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엄격히 말하자면 생산기지 이

전이 아닌 새로운 생산기지 건설이었다.  

당시 팬코의 이 같은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생산성과 채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불가피한 대응책이기도 하였지만 장기적,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설립, 더 큰 기업발전을 통해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화시대 글로벌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미래전략이기도 하였다. 

중국 공장 설립 준비 

팬코는 중국 공장 설립을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제반 준비작업에 착수하였

다. 우선 투자지역 선정과 현지조사, 투자 규모 및 생산시설 설치, 인력 모집

방안, 공장설립 기간과 향후 운영계획 등 사전 검토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

였다. 이어 공장설립 예정지역을 산동성 장구시로 선정하고 현지답사를 마쳤

다. 1990년대 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물류여건이 좋은 해안

도시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였지만, 팬코는 당시 장구시에서 방한한 투

자유치단의 권유로 산동성 장구시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이었다. 투자규모 

및 시설은 일차적으로 80만 달러 한도 내에서 10개 라인 내외의 봉제공장을 

설립,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계획수립 및 준비과정을 마친 후 1994년 

10월 최영주 회장이 산동성 장구시를 직접 방문, 장구시 부시장과 면담을 거

쳐 투자의향서를 교환하였다. 

당시 최 회장은 장구시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팬코는 일본 시장에 고급 의류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므로 무엇보다 공장건물이나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침 장구시청 건너편에 신축 중인 6층 규

모의 쇼핑센터 건물을 지목, 공장시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였다. 

당시 중국 공무원들은 한국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던 시절이었으

므로 장구시 부시장은 즉석에서 관계자들과 협의 및 검토과정을 거친 후 최 

회장의 요청을 전격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팬코는 이듬해 10월 가동을 목

표로 중국 공장시설 설치공사를 시작, 마침내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

운 전진기지 건설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上  중국 산동성 장구시의 최영주 회장 일행 환영행사

中   중국 산동성 장구시 부시장과의 면담(1994. 10.)

下   중국 산동성 장구시와 투자의향서 교환(1994. 10.)

“국내에서의 생산여건이 어렵다고  

모든 기업들이 중국으로 옮겨가버리면 

나라경제는 어찌 되겠느냐?”며

최 회장은 결정을 유보하였다.

이는 기업이익보다는 국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더 중시하는 최 회장 외곬의 

경영철학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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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기념행사

1994년 연말에 이르러서는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12월 3일 오후 6시 쉐라톤워커힐호텔 선 플라워 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

에는 각계 내빈과 협력업체 관계자, 팬코 임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 창

립 10돌을 맞은 팬코에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기념식은 개회선언, 주요 거래선 소개, 창립 10년사 약사 보고, 직원 표창 및 

협력업체 감사패 수여, 회장 기념사 및 내빈 축사에 이어 만찬과 여흥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최영주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팬코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성적 노력과 고객, 지인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지속성장

을 이루어왔다.”고 밝히고, “그러한 노력과 성원에 보답, 부응하고자 팬코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제반 경영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어 

최 회장은 “창업 이후 지난 10년간은 좌우 둘러볼 겨를 없이 오직 회사의 성

장과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전력질주해온 나날들이었다.”고 회고하고, “그러

나 이제 회사의 성장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만큼 앞으로는 회사발전을 위

해 노력해온 구성원들의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향후 경영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실내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흥겨운 분위기 속

에 진행되었으며, 임원진의 축배 제의와 축하케이크 커팅으로 시작하며 모범

사원 포상으로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한편 팬코는 같은 해 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팬코종합체육대회’를 개

최, 구성원들의 체력단련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회사 포상규정을 개정, ‘3년 이상 근속자 중 회사발전에 공이 큰 직원’

에 대해 해외 여행 포상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이후부터 매년 3, 4명씩 해외여

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직원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팬코가족 추계체육대회

글로벌기업 기반 조성과 생산효율화 추진

1995년은 팬코가 창업 이후 10년 동안의 성장기를 지나 더 큰 도약, 새로운 

10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해임과 동시에 해외 생산기지 및 현지법인 설

립 등으로 글로벌기업의 정초를 다진 원년이기도 하였다. 

팬코는 해외 영업 및 생산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중국 공장설립업무도 

신속히 추진하였다. 아울러 일본 시장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자 12월 개소를 

목표로 도쿄, 나고야사무소 개설 준비에 착수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생산부문 역시 불량방지 및 생산성 향상, 품질제고를 도모하고자 편직물 및 

합섬직물 생지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생산체제의 효율화 기반

을 다져나갔다. 당시 제정된 검사기준을 보면 편직물 생지의 경우 외형, 편성

방법, 청결도 및 기타 결점 항목으로 나누어 세세한 검사기준과 방식을 규정

하였고, 합섬직물 생지의 경우 역시 샘플링 방법, 등급판정, 검사 후 로트의 

처리기준 등을 명확히 정립, 불량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매주 1회씩 외부강사를 초빙, 해당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섬유 관련 기술 

및 이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산부문의 전문역량 강화에 적극 힘을 

기울였다.

한편 기업규모가 확장되면서 외주업체를 비롯하여 각종 거래선 등 이해관계

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윤리경영도 솔선적으로 실천하였다. 팬코는 

설날, 추석을 맞을 때마다 ‘건전한 명절보내기 운동’을 전개, 일체의 선물을 

사양하고 보내온 선물에 대해서는 즉시 반송하겠다는 협조문을 각 협력업체

에 사전 발송하는 등 청렴한 상거래풍토 조성에 앞장섰다. 

중국 공장 설립추진과정

한편 전년도 말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중국 공장설립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95년 1월 6일 최영주 회장과 본사 임원진이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건축물 

내외부 시설공사와 인력조달 상황 등 제반 사항을 점검, 협의하였다.

먼저 시설공사에 있어 본관 건물의 경우 내부 공사는 1월 말까지, 외부 공사

는 동절기 날씨 및 구정 연휴 등을 감안, 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건물주 측

02

글로벌시장을 향한
열정과 노력

외부강사 초빙 업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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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의하였으며, 기타 전기, 수도, 난방 공사 역시 가능한 2월 내 모두 완료

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관 뒤편에 신축예정인 식당 등 부속 건물의 경우 2월 

중순 착공, 6월 중순까지 완공하기로 일정을 협의하였다.

이와 아울러 공장가동 시 업무조직 및 소요인력 수도 산출,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직구조는 사장, 부사장 휘하에 관리부와 생산부를 두고, 관

리부는 경리, 경비, 청소, 자재, 통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생산부

는 재단, 봉제, 완성작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관리부장과 

생산부장은 한국어에 능통한 한족 출신 경력자를 현지에서 채용하기로 하

였다. 소요인력 규모는 각 부서별 적정인원을 산출한 결과 남자 79명, 여자 

200명 등 총 27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인력은 현지 책임자가 신속히 모

집, 6월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새로 설립될 공장의 현지법인 상호는 ‘산동수수복장유한공사山東綉水服裝

有限公司’로 결정하였다. 당초에는 팬코의 사명을 넣은 ‘산동범고복장유한공사

山東汎高服裝有限公司’로 정하였으나 중국어 발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

를 변경하였다. 

2월 19일에는 본사 안영수 공장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현지를 방문, 시설설

치 작업 및 인력조달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부속건물 건축공정은 

80% 이상 진행되어 완공을 앞두고 있었으며, 본관 건물 내외부 시설공사 역

시 마무리단계라 3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화, 팩시밀

리 등의 통신장비와 가전제품, 집기류도 계획기간 내 모두 설치 완료하도록 

조치하였다.

인력모집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1차 모집마감 결과 남자 35명, 여자 159명 

등 총 194명을 선발하였으며, 부족인원은 2차 모집을 통해 5월 말까지 충원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부 관리자 직급에 대해서는 3월부터 출근, 미리 업

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은행계좌 및 신용장(L/C)개설, 세관업

무와 같은 행정업무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였다.

한편 공장시설 작업과 설비조달, 향후 인력운영 시 비용증가가 예상됨에 따

라 투자비도 증액하기로 하였다. 당초 팬코는 50만 달러 투자승인을 받았으

나 이 같은 추가비용 예상으로 30만 달러를 증자, 총 투자규모는 80만 달러

에 이르게 되었다. 

산동수수복장유한공사의 개업

1995년 6월에 이르러 마침내 중국 공장이 완공되었다. 이에 같은 달 6일 팬

코 임직원과 산동성 장구시 관계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

을 개최하였다.  

최영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4년 10월 처음으로 장구시를 방문, 투자

의향서를 교환한 후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

원과 협조 덕분에 공장설립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오늘 개업식을 가지게 됨

산동수수복장유한공사 전경(1995. 01. 07.)

중국 현지근로자 대상의 봉제 교육(1995. 04. 03.)

산동수수복장유한공사 전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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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개업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팬코가 이곳 산동성 장구시 지역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장구시 당국의 우호적 협조와 약속, 지역민들의 성원 등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으며, 향후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

시 한 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특히 최 회장은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한편으

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

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경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팬코는 그동안 일본 시장에서 축적한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일류 수준의 글로벌기업 도약을 추진함과 아울러 중국과의 상호 협력

을 통해 산동성 지역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당시 팬코가 설립한 산동수수복장유한공사의 공장규모 및 현황을 보면 대

지면적 5,300㎡, 건축연면적 8,750㎡의 6층 건물로 1, 2층은 매장, 3, 4층은 

봉제, 재단, 완성공장, 5층 사무실 그리고 6층에는 총 200석 규모의 식당과 

목욕탕,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창업 당시부터 수출전문기업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지향해온 팬코는 마침내 

창업 10년 만에 해외 생산기지를 설립, 가동함으로써 글로벌기업의 도약기반

을 갖추게 되었다.

사업다각화 추진과 생산시설 확충

1996년 팬코는 생산기지 확충과 더불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였다. 

6월에는 의류제조뿐 아니라 의류유통사업을 병행하고자 브랜드사업부를 신

설,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팬코는 국내 유명백화점

과 입점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7월에는 미국 LA에 현지법인 PANKO USA를 

설립, 해외시장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내수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 (주)논노를 비롯한 의류전문유통

업체에 꾸준히 납품을 하는 등 내수시장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내수사업은 일부 거래처의 자금사정 악화와 (주)논노의 부도

사태 등으로 적지 않은 미수금이 발생, 손실을 보면서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는 못하였다. 따라서 팬코는 전년도 중국 공장설립 비용 투자, 사업다각화 성

과의 부진, 고임금, 고생산원가에 따른 채산성 저하 등으로 재무구조가 다소 

약화되어 거래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아야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었다. ‘사업의 본질

은 투자이며, 투자를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최영주 회장의 뚝심

경영전략이었다. 

팬코는 같은 해 6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에 소재한 서울염직주식회사

의 염색공장 및 시설 일체를 인수받는 등 생산체제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였

다. 당시 인수한 염색공장은 직전 소유회사가 도산하면서 매각의뢰된 것으

로, 대지 7,211㎡, 건축연면적 9,491㎡ 규모의 3층 건물이었으며, 공장과 사

무실, 식당,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팬코는 거래은행의 인수제의를 통

해 이 회사의 부채를 비롯한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포괄양수

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팬코가 이 공장을 인수하게 된 데에는 1991년 설

립 이후 오폐수 발생으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의정부 염색공장을 차

후 부산으로 이전, 통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팬코는 새

로 인수한 염색공장을 팬코염직주식회사로 독립법인화하는 한편 시설을 일

제 정비, 같은 해 11월에 마침내 첫 제품을 출고하게 되었다.   

중국 공장 설립 초기 운영상황

팬코는 전년도 설립한 중국 공장의 생산활동 원활화와 운영관리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였다. 특히 법률과 사회제도, 경영환경이 크게 

다른 중국에서 처음 공장을 운영하다보니 새롭게 준비해야 하거나 추가적으

로 실시해야 할 업무들이 적지 않았다. 

8월에는 생산라인 신, 증설에 대한 추가비용이 산출됨에 따라 투자비 20만 

달러를 증액, 「외국환관리법」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투자비승인을 

받았다. 또한 재봉틀을 비롯하여 봉제 관련 기자재 및 훈련생 실습에 필요한 

소모품의 현지 구매가 어려웠으므로 인해 서울 본사에서 이를 일괄 구매, 송

출하는 등 공장운영 지원업무도 적극 추진하였다.   

산동수수복장유한공사 개업식(1995. 06. 06.)

上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설립한 팬코염직주식회사

中·�下  팬코염직 첫 제품출고(1996. 11. 22.)

팬코가 도입한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브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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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 공장은 현지 파견 임원이 책임관리, 운영하였으며 대관업무, 기계

장비 및 시설 보수, 자금집행, 오더상담 및 기타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

시 또는 정기적으로 본사에 보고, 경영진의 지휘를 받았다. 

한편 국내 공장에서도 활발한 생산활동을 추진하였다. 전년도 중국 공장을 

설립하였지만 가동 초기인데다 숙련인력 또한 부족하다보니 납기가 짧거나 

세밀한 공정을 요하는 작업은 대부분 국내 공장에서 처리하였다.

이처럼 팬코는 1996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활발한 생산, 영업

활동을 추진한 결과 3,901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생산기지 통합과 경쟁력 강화 

1997년에 이르러 팬코는 생산체제 효율화를 위해 서울 중곡동 봉제공장을

1992년 인수한 가양동 (주)합전 공장으로 통합,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시

설 집적화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작업능률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영방침으로는 첫째, 품질기준과 납기의 엄격한 준수 둘째, 적극적 개

발·제안을 통한 경쟁력 강화 셋째, 신규 고객 개척과 마켓셰어 확대를 최우

선 방침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매, 영업, 디자인, 생산관리

부문에 대한 전사적 업무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 수주에서 납기까지 일체

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한편 중국 봉제공장 설립으로 인력감축 요인이 생긴데다 기존 공장 역시 가

양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출퇴근 거리가 먼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인력규모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년도 458명에 달했던 본사 직원 수는 1997년 

345명으로 100여 명 이상 줄어들었으며, 팬코는 이때를 기점으로 감량경영

을 통해 기업 채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회사의 직원관리체제도 재정비하였

다.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채용, 복무, 임금, 포상 등의 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퇴직금중간정산제, 퇴직연금보험제와 같

은 제도 역시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다. 

이밖에도 직원체력단련을 위해 사내 테니스동호회를 조직, 인근 공원테니스

장을 장기 임대하여 매주 시합을 개최하는 등 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1997년 11월에 이르자 예기치 않은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 바로 ‘유사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부족사태가 초래된 것이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 진입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

했던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함으

로써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예

측하지 못했던 범국가적 위기사태였다. 

외환위기 발발에 따른 충격파는 실로 엄청났다. 불과 몇 달 만에 헤아릴 수

조차 없을 정도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실직자들 또한 대거 발생했다. 

특히 내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부도 도미노현상이 연일 이어졌으며, 경

제심리 불안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위축현상 역시 극심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성장활력을 잃지 않고 빛을 발한 

기업들도 없지 않았다. 바로 수출전문기업들이었다. 팬코 역시 수출전문기업

으로서 당시 위기를 발전과 도약의 전기로 삼은 기업 중 하나였다. 이들 수출

기업들은 달러로 지급받은 수출대금을 통해 외환부족으로 인한 국가경제위

기 극복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외환위기 시 팬코가 급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은 다른 수출기업들과 마찬가

지로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익 때문이었다. 당시 원·달러환율은 한국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직전인 11월 초의 경우 1,000원대에도 채 못 미

쳤으나 연말에 이르러서는 거의 2,000원대에 육박하였다. 불과 2개월 만에 

무려 두 배로 급등한 것이었다. 수출대금을 연말에 지급받은 기업의 경우 기

업이익이 두 배로 증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고달러화현상은 이듬

해 초까지 계속되었고, 당시 수출기업들은 표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정도

로 망외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팬코 역시 1997년 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 

그에 상응하는 환차익을 얻음으로써 미래도약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여하히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설령 그것이 외환위기시 수출

기업들이 거둔 의외의 이익과 성과 같은 것일지라도 이 또한 해당 기업들이 

지닌 태생적 경쟁력일 수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내수기업과 달리 국내 시장

上   산동수수복장유한공사 봉제라인 검수작업 

(1996. 05. 10.)

下   산동수수복장유한공사 봉제라인(1995. 11. 18.)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 추이(1995~1998)

단위: 백만 원

FY1995   31,939
FY1996   32,932
FY1997   40,028
FY1998   57,646

매출액

FY1995 102
FY1996 93
FY1997 186
FY1998 1,295

당기순이익

30
 Y

EA
R

 H
IS

TO
R

Y 
OF

 P
AN

KO

101
100통사편

세계를 향한 기업, 미래를 위한 경영
제2장  |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다

1990-1999



상황이 침체되거나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그 충격을 적게 받는 장점

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을 창업,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

히 우연이나 행운이 아닌 미래를 대비한 해당 기업의 선견적 안목과 역량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상황의 변화

1998년 초에 이르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범

국가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외환시장과 물가 안정, 경상수지 흑자를 위한 정책을 비롯

하여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 공공부문 혁신과 감량경영, 

실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노력 등 국가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을 최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반 국민들과 시민단체, 민간 기업들 역시 모두 혼

연일체가 되어 소비절약, 국산품 이용, 금모으기운동과 더불어 기업체질 개

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경비절감, 생산성 제고 노력 등을 적극 전개

하였다.  

이 같은 범국민적 노력에 따라 원·달러환율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1998년 2월 1,500원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8월에는 1,300원 수준까지 하락

하는 등 외환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수출규모도 조선, 정보통신, 반도체,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나타냈고, 무역수지는 3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가경

제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어갔다. 

미래도약을 위한 준비와 노력

수출기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온 팬코는 1998년 외환위기 여파에 따

른 국내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 오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등 사업활성화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환차익으로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

함에 따라 그동안 시설투자 등을 위해 차입하였던 은행융자금을 대부분 상

환하는 한편 해외 생산기지 확장, 자본금 증자, 노후 설비 교체, 사업다각화 

추진, 경영시스템 개선, 사업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재민 돕기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과 구성

원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8년 2월에는 그동안 오폐수 발생 등으로 가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의정부 

염색공장을 폐업하고 1996년 인수한 부산의 새 염색공장으로 제반 시설을 

이전, 통합하였다.

6월에는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자하는 한편 1990년 매입한 공릉동 건물

과 지점을 매각, 정리하였으며, 10월에 이르러서는 1992년 인수 후 별도법인

으로 운영해왔던 (주)합전과 합병을 실시함으로써 경영효율화를 도모하였다. 

팬코가 합전을 인수한 후 그동안 별도법인으로 운영해왔던 이유는 인수 당시 

합전의 금융권 채무액이 총 40여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이를 미상환한 상태

에서 합병을 실시할 경우 회계 상 팬코의 재무구조 역시 연계적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8월에 이르러서는 1996년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브랜

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대, 롯데, 갤러리아 등 국내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

는 등 사업다각화 노력을 본격 전개하였다. 

중국 청도팬코 공장 설립

팬코는 1998년 6월 해외 생산기지를 확장, 중국 청도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

립함과 아울러 1995년 산동성 장구시에 설립, 운영해오던 산동수수복장유

한공사 봉제공장 시설을 신규 설립한 청도공장으로 이전, 통합하였다. 

팬코는 1995년 중국에 처음 진출하여 산동성 장구시에 임대공장을 설립, 가

동해왔었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히 공장 소재지가 청

도 항구에서 350km나 떨어져 있어 원부자재 이동 시 상당한 시간,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지역 세관이나 관공서 또한 외자기업 관리경험이 거의 없다보

니 인허가절차 등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편이 따랐다. 공장 건물 

역시 임대건물이었던 관계로 설비의 신증설도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

적인 임대, 가동이 보장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

기 위해서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자사 소유 공장건물 마련이 절실하였

 신입사원 환영 및 가양동 공장 개축 기념식(1998.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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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팬코는 1998년 6월 당시 한국 기업이 운영하던 봉제공장을 45억 원에 

매입, 산동성 공장 설비 및 기자재를 모두 이전, 통합 가동함으로써 2000년

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진기지를 구축하였다. 

당시 팬코가 설립한 청도공장은 토지 2만 490㎡, 건축연면적 2만 4,431㎡ 

규모를 갖추었으며, 설립 시 법인명은 청도팬코C&P복장유한공사였다.

사회적 책임경영과 구성원 복지증진 추진

팬코는 안정적 재정기반이 확립된 1998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 수재민 돕기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한편 구성원 복지증진과 복

무기강 확립, 효율적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였다.

1998년 여름, 서울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

에 따라 팬코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동참하고자 2,500만 원 

상당의 수해의연금 및 의류를 기부,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였다. 또한 당

시 수해를 입은 팬코 직원들에게도 본인 가옥 침수인 경우 100만 원, 고향 

본가 및 농경지 침수인 경우 50만 원 등 피해정도에 따라 총 4명의 직원에게 

수해위로금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아울러 직원복지증진책의 일환으로 경조지원제도도 보완, 운영하였다. 

특히 고령화추세에 따라 직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칠순 시 경조지원 요구

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 회갑 시에만 지급하였던 경조금 및 경조휴가를 칠순 

시에도 지급하도록 사규를 개정하였다. 

이밖에도 직원근태관리, 퇴직금지급, 해외주재원 전임여비에 대한 규정 역시 

회사 실정에 맞게 개정, 시행함으로써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모범적, 선도적 경영에 대한 성과로 각종 수상의 영예도 잇따랐다. 

1998년 3월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성실납세의무이행표창을 받았으며, 11월 

무역의 날에는 전성국 현 부사장이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훈, 대내외에 

팬코의 성가를 더욱 높였다. 

생산, 영업 활동의 성과 제고

생산, 영업 활동 역시 연초 수립한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부산 염색공장, 중국 청도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전사적 생산효율화가 

이루어졌다. 팬코는 이러한 기반과 체제를 토대로 Develop, Quality, Cost, 

Speed를 핵심역량 삼아 생산 활동에 전력하였다.

영업 부문 역시 일본 시장에서 팬코 제품의 디자인이나 품질 수준이 중국 

등 동남아 기업 제품에 비해 월등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신규 거래선 및 수주

가 계속 증가하였다. 이에 탄력을 받은 팬코는 새로운 소재발굴과 디자인개

발 등 부단한 디벨롭 노력을 통해 성장가속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팬코는 1998년 한 해 동안 4,775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는 성

과를 거두게 되었다. 당시 팬코의 이 같은 매출실적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이었으며, 당기순익 역시 10배 넘게 늘어난 규모였다. 매출과 순익 

급신장 요인은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의 영향도 컸다. 하지만 평소 철저청도팬코C&P복장유한공사 개축공사 현장

산업포장 수훈(전성국 부장, 199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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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품질경영, 고객경영 추진을 통해 거래선과의 신뢰를 공고히 구축함에 따

라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도 수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순증했던 때문이기도 

하였다.  

경영합리화 구현을 위한 노력

한·중 수교 선언, WTO체제 출범과 OECD가입, 외환위기 발발 등 대내외적

으로 명암과 희비가 크게 교차하였던 격랑의 1990년대를 마감하고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는 전환기인 1999년, 국내 경기는 차츰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정부와 산업계, 일반 국민 모두가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

인 결과였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을 비롯하여 민간 기업들도 전면적인 혁신

과 구조조정을 실시, 국가의 경제체질은 한층 개선, 강화되었다. 

팬코 역시 외환위기 도래 이후의 새로운 경제환경과 시장상황 하에서 향후 

경영계획과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팬코는 미래도약과 글로벌시

장 진출 기반을 다진 1999년부터 대내외적인 기업이미지 개선, 경영합리화 

구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먼저 1월 1일부로 의류제조 및 수출기업으로서 업종 영역과 회사이미지, 정

체성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영문상호를 변경하였다. 이에 팬코의 영문상호

는 종전 ‘PANKO TRADING CORPORATION’에서 ‘TRADING’을 소거한 

‘PANKO CORPORATION’으로 변경되었다. 한글 상호의 경우 이미 1990년  

‘팬코무역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팬코’로 변경한 바 있으나 영문상호는  

199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변경, 확정하고 그 내용을 거래처 등 대내외에 고

지하였다. 

9월에 이르러서는 사원들의 소속감 및 애사심 고취를 위하여 회사 배지를 

제작, 전 임직원에게 착용하도록 하였다. 당시 배지모형은 최영주 회장의 도

안을 토대로 500여 개를 제작, 서울 본사와 가양동 공장, 중국 청도C&P, 부

산 염직공장에 배포하였다.

또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응, ‘품질·관리혁신운동’을 전사적

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품질개선과 관리업무 혁신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팬코는 품질개선을 위

한 실천전략으로 원부자재 기준 제정 및 납기 표준화, 협력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원단성능검사 및 봉제검사 규격 제정, 공장관리자 외부 위탁교육 실시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나갔다. 아울러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 본사 ERP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관리업무 혁신전략으로 사내 각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효율 제고 등을 전사적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한편 팬코는 같은 해 말 경영 및 사업 활동의 원활화를 위하여 9억 원의 자본

금을 증자, 총 자본금 규모가 24억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선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도 선정되어 대외에 기업의 신용도를 제고하

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제26회 상공의 날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매출 5,275만 달러의 사업실적을 기록하였다. 

최대 고객 ‘유니클로’와의 만남 

어떤 분야에서든 적극적 열성과 집념을 지니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기

회와 행운도 찾아오는 법이다. 창업 이후 불굴의 집념, 개척자적 도전정신으

로 기업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온 팬코의 경영역정을 돌아보면 사

업 운 또한 매우 좋은 편이었다. 창업의 계기에서부터 이후의 성장과정 그리

고 IMF관리체제 하에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킨 일련의 사례들이 그

러하였다. 

1990년대를 마감하는 시점, 팬코에 또 다시 행운의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2000년대 이후 팬코가 안정적, 지속적 성장을 구가할 수 있도록 최대 고객

이 되어준 유니클로와의 만남이었다. 

유니클로는 1984년 브랜드 창시 이래 고속성장을 거듭, 2014년 현재 10조 원

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하며 세계적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유명 캐

주얼의류 브랜드이다. 특히 유니클로 브랜드 창시자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2009년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일본 갑부 순위에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닌텐도의 야마우치 히로시 회장 등을 제치고 ‘일본 부자 1위’에 등극

함으로써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러한 명성을 지닌 세계적 브랜드와 한국 유수의 의류수출기업 팬코가 전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1999. 09. 16.)

上  1999년 제작된 팬코 배지(左)와 현재 팬코 배지(右)

下   전사적 ‘품질&관리 혁신운동’ 전개 선서(1999.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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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동반성장, 상생공영의 길을 함께 가게 된 것이다. 

팬코와 유니클로와의 만남은 1999년 최영주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유니클로는 일본에서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은 물론 유럽 시

장까지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최 회장은 SPA사업의 미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판단하고 유니클로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새로운 성장계기를 마

련하고자 일본의 임포터Importer 등에 부탁, 야나이 다다시 회장과의 첫 만남

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두 사람은 의류사업에 대한 열정과 스타일, 삶의 철

학이나 역정까지도 비슷한 점이 많다보니 이내 의기투합하였고, 만남을 가진 

지 1년여 만인 2000년 말, 마침내 팬코는 800만 달러 규모의 론칭오더를 수

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같은 거래관계는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양사의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유니클로는 팬코의 최

대 고객이자 최상의 고객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유니클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영업2본부 박병희 이사는 팬코와 유니

클로와의 만남과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99년 유니클로와의 만남은 팬코에게 있어 상당한 기회였고 행운이었습니

다. 물론 양사 어느 쪽도 일방적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상호 이익과 필요에 의

해 인연을 지속하는 비즈니스 관계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워낙 오래 동안 좋

은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다보니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쌓여 이제는 그야

말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반려자로서의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15주년 기념 새천년맞이 송년 행사’ 개최

1999년은 팬코가 ‘수출보국’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의 닻을 올린 지 15주년이 

되는 해였다. 팬코는 12월 30일 오후 6시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각계 내빈

과 협력업체 관계자,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15주년 기념 

새천년맞이 송년 큰잔치’를 개최하고 창업의 의미와 가치, 그동안의 경영성과 

등을 기리고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경과보고, 장기근속자 및 협력업체 관계자 시

상, 최영주 회장 기념사, 외부인사 축사, 만찬, 여흥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팬코의 미래도약 의지를 공고히 다지고자 직원들을 대

상으로 공모한 다수의 슬로건을 공표, 구성원 간 일체감을 조성하고 미래비

전에 대한 확신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팬코의 힘찬 기상과 진취적 조

직문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몇몇 슬로건을 소개하면 ‘새로운 천년을 

팬코의 힘으로!’, ‘생동하는 팬코, 전진하는 팬코’, ‘새 천년, 새 희망 팬코와 

함께’, ‘결집된 힘으로 신바람 나는 일터’ 등 모두 회사의 발전과 도약을 향한 

당찬 의지, 각오를 담은 것이었다. 

한편 이튿날인 말일에는 본사에서 한해 업무를 마감하는 종무식을 개최하

였다. 이날 종무식에서는 1989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우수사원들에 대

한 푸짐한 포상을 실시, 직원들의 애사심과 근무의욕을 북돋웠다.  

팬코는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사업활동과 발전적 조직문화 창출, 경영

선진화의 추진과 함께 행운의 기회 또한 연속해 만나면서 1990년대를 성공

적으로 마무리하고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니클로 야나이 다다시 회장과 함께한 최영주 회장

上·中  창립 15주년 기념식(1999. 12. 30.) 

下  청도팬코 송년 음악회(199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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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발전기에서 도약기로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해 주고 도전과 성취의지를 다지게 했던 

뉴밀레니엄시대가 개막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던 국가의 경제상황도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

되었으며,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은 본격적인 글로벌시대에 대비하

여 새로운 성장로드맵을 창출하고자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팬코 역시 21세기의 원년을 맞아 더 힘찬 도약을 위한 계획과 채비를 서둘

렀다. 먼저 새천년의 벽두, 모든 임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일

부터 시작하였다.

팬코는 2000년 1월 2일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

년을 맞는 의지와 자세, 계획 등을 정리하였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영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팬코는 그동안 임직원 여러

분들의 열성과 노력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팬코

인들의 힘찬 행보는 이제 성장궤도를 지나 본격적 도약가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사발전과 자기성장 그리고 

미래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나가자.”며 직원들에게 당부

의 말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천년의 원년, 새로운 경영방침과 계획, 사업목표도 발표되었다. 

팬코는 2000년도 경영방침을 ‘사업 역량의 강화, 경영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

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설정하는 한편 매출 600억 원의 사업목표

를 확정하였다. 또 이 같은 방침과 목표가 전 구성원들의 참여 하에 성공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마련, 시달하였다.

첫째, 회사의 경영역량을 생산, 영업현장에 집중하여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품질 및 안전관리, 시장다각화, 신규 거래선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둘째, 동남아기업들의 경쟁 심화로 기업 간 작은 역량 차이도 시장에서는 생

존을 위협할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생산프로세스의 혁신

과 개발제안을 통해 제품경쟁력을 높여나간다.

셋째, 팬코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사

업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각 부문별 특화된 소재와 제품으

로 안정적 마켓셰어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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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는 전 임직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지침을 적극 준수, 실천하여 회사의 사업

계획과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하였다.

미래도약 기반구축 활동

2000년에 이르러서도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한 팬코의 약진은 계속

되었다.

팬코는 사업다각화전략의 일환으로 벤처투자 등 신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생명공학벤처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사업시스템과 조직구조를 대폭 개

편, 확충하였다. 특히 전년도 유니클로와의 성공적 상담진행으로 대규모 수

주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본부 내에 유니클로 전담사업부를 설치, 향후 거래

원활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부산에 새로운 편직공장을 설립

하면서 부산편직사업부를 신설함과 아울러 업무전산화를 통해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ERP시스템도 구축, 운영하였다. 팬코는 이 같은 인적, 물

적 인프라를 토대로 2000년 제반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월에는 미주지역 시장개척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신규법인 (주)아사모를 설

립하는 한편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내 산업계의 벤처열풍에 따라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 직접 투자도 실시하였다. 5월 29일

에는 IT 분야 벤처기업에 2억 5,000만 원을, 6월 12일에는 전자상거래 솔루

션 개발업체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6월 16일에는 1996년부터 추진해

온 브랜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 명품브랜드 ‘란셀’과도 라이선스 계약

을 체결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국내외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7월에는 중국 청도C&P에 12개 생산라인을 증설, 총 36개 라인을 가동함

으로써 양산체제를 갖추었다. 12월에 이르러서는 부산 염색공장 부지에 편

직공장을 신규 설립하고 편직기 15대를 설치, 가동하면서 생산효율화를 기

하였다.

팬코는 2000년도 이 같은 다각적 노력을 추진한 결과 괄목할만한 사업성과

를 거두었다. 4월에는 월 수출액 677만 달러라는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12월에는 신규 거래처인 유니클로로부터 825만 달러 규모의 런칭오더를 수

주하는 등 한 해 동안 총 4,557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제37회 무역의 날에는 ‘오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 수출기업 팬코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노력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듯 모든 기업이란 결국 사람의 의지와 지혜, 노

력에 의해 운영, 발전되는 조직체이다보니 직원복지에 대한 투자와 배려는 기

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 당위적 의무이기

도 한 것이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팬코는 창업 이래 직원들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구성원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0년 1월부터 직원들에게 휴식 및 재충전의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 토요일 

근무시간을 기존 오후 3시에서 오후 1시로 조정, 주말 여가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 임직원들에게 월 6만 원씩의 식대를 보조, 생활에 여

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월에 이르러서는 평균 10% 이상 정기급

여를 인상, 구성원들과의 동반성장, 공동행복 추구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였

다. 이와 함께 직원 병가에 대한 규정, 퇴직자 월급여 지급규정, 명절 및 하

계 휴가제도 등도 직원 편익과 혜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구

성원 복리증진을 적극 도모하였다.   

한편 직원들 상호 간 원활한 소통과 단합, 일체감 조성을 위한 MT, 체육대

회 등의 각종 행사도 활발히 개최하였다. 

4월에는 각 사업본부별로 춘계 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관리본부, 수출 1, 2본

부, 기획실과 브랜드사업부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팔당, 용인민속

촌, 대성리 유원지 등에서 MT를 개최, 상호 결속과 화합을 다졌다. 12월에는 

중국 청도C&P에서도 전 임직원이 참석하는 송년행사를 개최, 회식과 더불어 

장기자랑 경연과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

고 12월 28일에는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팬코의 ‘오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축하연을 겸한 정기 송년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를 비롯하여 주거래은행, 협력업체 관계자, 팬코 임직원 등 약 250여 명이 참

오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2000. 11. 30.)

청도C&P 봉제라인 증설 중국사업부 전 직원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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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현지 생산기지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다. 

팬코 또한 그동안 국내 및 중국 생산기지를 가동, 대일 수출에 전력해왔으나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자 베트남

에 현지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경영관리제도의 개선

팬코는 2001년 생산시설과 직원 수, 수주량과 매출액 등 회사 전체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경영관리시스템의 전면 보강작업에 착수하였다. 

생산, 영업, 경영관리 부문의 업무분장제도를 개편하여 부서장 중심으로 전

결권을 위양하는 한편 실무처리에 있어서도 일선 담당자들에게 재량권을 부

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년도 

구축한 ERP시스템을 토대로 모든 직원들이 정보,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부

서 간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처리의 신속

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아울러 회사의 각종 업무규정도 대내외 현실여건에 맞도록 전면 개정, 

보완하였다. 9월에는 경조금 지급규정을 개정, 사원 본인의 결혼 시 지급하

는 경조금 액수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일요일

과 법정공휴일을 경조휴가기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근태관리규

정도 개정하여 조직질서와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원복지

증진 차원에서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실시를 검토하는 등 경영관리제도 전반

을 개선, 보완하였다.

지속가능경영의 추진

2000년대 이르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 등이 점차 고양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지속가능경영 패러

다임이 본격 대두되었다. 

지속가능경영이란 친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등으로 대별되는

데, 이는 요약하면 결국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대의적 취지로 귀결된다. 즉 

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축제분위기로 진행되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

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튿날인 12월 29일에는 본사 회의실에서 종

무식을 개최하고 부서별 송년선물을 전달함과 아울러 모범사원에 대한 포상

을 실시하였다. 이날 상을 받은 모범사원은 최우수상에 브랜드사업부 홍춘

식 차장과 수출1본부 김영희 과장, 우수상에는 중국 청도C&P 이종식 차장, 

수출1본부 류한윤 계장, 경리부 정준호 계장, 관리본부 서경미 사원 등 총 6

명이 회사로부터 순금 메달을 수상하였다. 

팬코는 이처럼 새천년의 원년인 2000년, 다각적인 사업활동과 더불어 직원 

간 소통, 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들을 활발히 추진, 값진 성과와 의미를 창출

하며 한해를 마무리하였다.       

의류제조수출산업의 뉴 패러다임

2000년대에 이르러 글로벌산업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의류제조수출업계의 경

영환경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중반 중국으

로 진출한 국내 섬유기업들의 경우 중국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임금상승으

로 생산원가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었다. 

여기에 양국 간 노동문화 및 관습 차이에서 오는 노무관리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으로 애로를 겪는 가운데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7월 13일 미국과 베트남 정부는 1995년 외교관계 

복원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무역관계 정상화 협상을 5년 만에 마무리 

짓고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을 체결, 양국 의회의 비준을 얻음으로써 2001년 

12월부터 협정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대미수출에서 정상 교역관계NTR 지위를 부여받아 기존

의 40%에 달하던 관세율이 평균 3%대로 낮아지게 되었고, 대신 베트남은 미

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금융, 서비스 등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낮

추게 되었다. 특히 미국·베트남 간 섬유쿼터에 대한 추가협상이 원활히 타결

될 경우 베트남에서 생산한 섬유류를 미국에 수출할 때 쿼터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1년부터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을 미국 

회사 전체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경영관리시스템의 

전면 보강작업에 착수하였다.

2000년 구축한 ERP시스템을 토대로 

모든 직원들이 정보,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부서 간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처리의 

신속화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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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국가와 사회, 나아가 인류에 대한 책임이행과 기여를 하지 않고는 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팬코는 그동안 성공적 기업활동으로 고용 및 국가세수 증대, 사회적 가치창

출에 기여함과 아울러 특히 수출기업으로서 외화획득을 통해 국가경제발전

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또한 소홀히 하

지 않았다. 일찍이 1990년대 후반 염색공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문제를 해

결하고자 경기도 의정부 소재 염색공장을 부산시 사하구 신평공단으로 이

전, 친환경경영을 실천한 것을 비롯하여 원칙과 청렴, 공익을 기조로 한 윤리

경영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00년대부터 지역사회의 불우이웃돕기 활동

을 중점적으로 실시, 사회공헌활동을 본격화하였다. 

팬코는 창업 초기에도 수재민 돕기 등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왔었으나 2001년부터는 불우이웃돕기 연간계획을 수립,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성금을 종교단체나 재활시설, 본사 소재지 관내 지역 불우이웃에 전

달하였다. 2001년에 성금을 전달한 곳으로는 강원도 홍천 소재 노인복지시

설 인애원을 비롯하여 부산장애인재활협회, 서울 상계동 노원마을 등에 월 

50만 원씩의 성금을 기부하였다. 또한 본사 소재지역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

동 8가구의 노인 및 소년, 소녀가장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매

월 20만 원씩의 성금을 전달함과 아울러 직원들이 이들의 가정을 직접 방

문, 집안 살림정리를 돕기도 하였다.  

팬코가 2000년대 이르러 이처럼 사회공헌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한 것은 물론 회사의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내로라하는 재벌기업들의 경우에도 전사적 차원에서 연간계획을 수

립, 매월 불우이웃에게 정기적인 성금과 도움을 제공하는 기업이 드문 점을 감

안할 때 이는 무엇보다도 독실한 크리스천인 최영주 회장의 ‘경천애인’ 경영이

념에 기초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이었다.  

팬코는 이처럼 2000년대 이르러서도 건실한 기업경영과 수범적 사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여활동 또한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착실히 구축해나갔다.

경영구조 및 조직역량 강화

팬코는 2001년 사업역량 확충과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12억 원의 증자

를 실시, 총자본금 규모를 36억 원으로 확대하여 경영구조의 건실화를 도모

하였다. 또한 국내외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

척, 양질의 오더 수주,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 및 생산, 발전적 기업문화 정

립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추구하였다.

특히 ‘기업발전 원동력은 구성원들의 단합된 의지와 힘’이라는 인식 하에 조

직역량의 강화, 직원들 간 소통과 화합, 상생공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자주 개최하였다.

4월에는 전년도에 이어 사업본부별 춘계 단합대회를 1박 2일에 걸쳐 실시하

였으며, 5월에 이르러서는 전사 단위의 ‘팬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

다. 조직활성화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경기도 양평유원

지에서 열린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본사 전 임직원이 참가, 다양한 경기와 게

임 진행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구성원 간 화합과 결속을 더욱 

굳게 다졌다. 또한 같은 달 중국 청도팬코에서도 직원체육대회를 개최, 현지 

주재원들과 중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편 연말에는 정기적인 송년행사와 종무식을 거행, 매출 5,875만 달러 달성

을 축하하고 모범사원 시상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제1회 청도팬코유한공사 운동회(2001. 04. 30.)

전사적 차원에서 연간계획을 수립, 

매월 불우이웃에게 정기적인 성금과 

도움을 제공하는 기업이 

드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무엇보다도 

독실한 크리스천인 최영주 회장의 

‘경천애인’ 경영이념에 기초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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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지와 각오

2002년은 팬코가 미주 등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에 새로운 생산기

지를 설립하는 등 사업활성화, 시장다변화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매우 바쁘

고 활기차게 보낸 해였다.

팬코는 1월 2일,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

해를 맞는 새로운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한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최

영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02년은 팬코가 더욱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가

지고 선진 글로벌기업으로 제2도약을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앞으로 회사의 모든 사업과 경영시스템은 글로벌스탠더드에 준하여 세계 시

장개척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향후 경영의지

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각 사업본부별 경영계획 발표에 이어 팬코의 제2도약 의

지를 다지는 사원대표 선서 그리고 신임 임원에 대한 사령장 수여 및 소개가 

있었다. 신임 임원으로는 현재 팬코 총괄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건후 사장이 

상무직에 선임되었다. 당시 이 상무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국

내 금융보험업계에서 다년간 경륜을 쌓아온 바 있으며, 팬코 창업 시에는 창

립멤버로 참여하기도 했었다. 

팬코는 이와 함께 노진철 외 5명을 사원에서 계장으로 승진발령, 사령장을 

수여하는 한편 백연지 사원을 비롯하여 9명의 신입사원에 대한 소개와 격려

로 시무식을 마치고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경영방침과 전략

팬코는 2002년 경영방침을 ‘정확한 계획, 정확한 실행, 정확한 품질’로 설정

하였다. 즉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정확한 사고와 혼신의 실천의지를 다짐과 아울러 이를 통해 일류제품을 생

산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경영전략으로는 첫째, 한발 앞선 세계 시장 분석

과 다양한 시제품 개발 둘째, 일본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의 마켓 확대 셋

째,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협력강화를 설정하였다. 이는 그동안 팬코가 탁월

한 시장 분석력과 기술력으로 동종업계 최고의 기업 위상 및 신뢰도를 구축

하고 일본은 물론 유럽 바이어들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세계 시장에서 

기업역량을 확실히 인정받은 만큼 그 여세를 몰아 미주, 유럽 등 선진국 시

장에도 본격 진출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팬코는 이 같은 방침과 전략 하에 2002년 베트남 생산기지 건설을 비롯하여 

과감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생산시설의 투자확대와 전략경영의 실천, 적극적

인 연구개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기획 제안형 OEM기업으로 차별적 경

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니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업 역량을 

발휘, 신속성과 효율성 위주의 스피드경영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그리고 

해외 생산기지 확충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 시너

지를 배가해나갔다.  

브랜드사업 활성화 추진

기업은 대외 경영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태적 한계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내부 역량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외부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성쇠가 좌우되는 경우도 잦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로 인한 리스크부담을 안고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의 기업들이 본연의 고유업종 외에 끊임없이 신수종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다

각화를 추진하는 것 역시 보다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같은 미래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팬코 또한 그동안 의류제조수출이라는 단일 업종, 단일 업태로 지속성장을 

이루어왔으나 향후 대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

적으로 대응, 더 큰 도약을 이루고자 사업다각화, 시장다변화 전략을 부단히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때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

었고, 시행착오와 실수가 따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를 경험과 교훈삼아 성

공을 위한 투자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팬코뿐 아니라 모든 기업

들의 숙명적 과제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2000년대 이르러서도 사업다각화, 시장다변화를 위한 팬

코의 사업활동은 활발히 추진되었다. 

팬코는 2002년 3월 브랜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청담동에 지점을 설치

2002년 경영방침을 

‘정확한 계획, 정확한 실행, 정확한 품질’로 

설정하였다. 

즉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정확한 사고와 혼신의 실천의지를 

다짐과 아울러 이를 통해 일류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이었다.

30
 Y

EA
R

 H
IS

TO
R

Y 
OF

 P
AN

KO

119
118통사편

세계를 향한 기업, 미래를 위한 경영
제3장  |  선진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다

2000-2009



하고 브랜드사업부 직원들을 이동 배치하는 등 사업활성화 노력을 적극 전개

하였다. 이는 1996년 도입한 이탈리아 브랜드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를 중심

으로 해외 패션브랜드를 국내 시장에 본격 보급하기 위함이었다. 

팬코는 의류수출기업으로서 해외 패션브랜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

었기에 이 같은 브랜드사업을 병행, 추진함은 일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미래 독자 브랜드를 개발, 유통사업에 직접 진출할 경우에 대

비하여 사전 노하우를 축적하고 시장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에 팬코는 1996년부터 이미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

하고 국내는 물론 미주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는 1950년대 베니스 출신 여성 패션디자이너 줄

리아나에 의해 창시되어 구찌, 페라가모와 함께 이태리 3대 피혁브랜드로 평

가받는 세계적 유명브랜드였다.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브랜드 라이선스는 일

본의 경우 미쓰비시그룹이, 한국과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팬코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유명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하였다. 특히 로베

르타 디 까메리노는 의류제품뿐만 아니라 구두, 가방 등의 피혁제품, 각종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범위가 넓어 사업성도 높았다. 이에 팬코는 

2002년 강남지점 설치를 기점으로 브랜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나갔다.

베트남 생산기지 건설

2002년 2월에 이르러서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검토, 결정한 베트남 현지 생

산기지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팬코가 1990년대 중국 생산기지 건설에 이어 베트남에도 현지 생산기지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와 배경은 주력 시장인 일본에 이어 세

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중점 공략, 오더의 안정성과 매출 극대화를 이

루기 위함이었다. 특히 2000년 7월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체결에 의해 당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의류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쿼터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팬코는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건설, 미주지역으로까

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중국에 비해 낮은 

인건비와 베트남인들의 뛰어난 손기술, 한국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 역시 베

트남으로의 진출을 결정한 중요 이유가 되었다.

이에 따라 팬코는 2002년 2월부터 베트남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제반 작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KOTRA 등 관계기관

을 통한 전문상담 및 기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연구함과 아울러 임직원을 현지에 파견, 현장 답사 및 기업환경 조사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은 인건비의 경우 중국 절반 수준으로 경쟁력

이 높았으나 생산성은 중국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약점도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는 당시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였고, 회사의 중

요 프로젝트인 만큼 조사결과는 최영주 회장에게 직보되었다. 

경영진에서는 기획조정실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공장입지를 물색한 결과 공항

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이면서 도로 사정, 전기, 용수, 노동력 조달 등이 원활

한 빈증성Binh Duong Province 미푹공단My Phuoc IP을 최종 선정하였다.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토지소유에 제한이 따르므로 공장부지는 

50년 임차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안정적 노동력 확보를 위해 기숙사도 건축, 

운영하기로 하였다. 

생산기지 건설공사는 2002년 7월 착공, 200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베트

팬코비나 공장 건설 현장 표시판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브랜드 제품의 국내 시장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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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현지 건설업체를 통해 진행하였다.

또한 팬코는 공장시설 완공 후 즉각적인 가동을 위해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동안에도 호치민시에 있는 또 다른 의류봉제공장을 단기로 임차, 현지에서의 

공장가동 경험을 축적함과 아울러 본 공장이 완공되었을 때 기술인력을 신

속히 이동,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은 기계설비에 대한 제조기반이 매우 취약하였기 때문에 

현지 조달이 어려워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베트남으로 기계설비를 이동 설

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미푹공단 내 본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생산활동을 할 임차공장의 설

립, 가동을 위한 작업도 서둘렀다. 팬코는 8월 12일 본 공장 운영을 위한 현

지법인 ‘PANKO VINA CORPORATION’을 설립한 데 이어 다음달 19일에

는 ‘PANKO HCMC CORPORATION’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호치민 

시내에 소재한 임차공장의 설비를 마친 후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경영합리화 추진 및 대외 위상 제고

팬코는 2000년대 이르러 글로벌기업으로의 본격 도약을 위해 경영선진화 

구현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대외 역량 및 위상강화 활동 또한 활발히 전개

하였다. 

2002년 4월에는 당초 합작법인 형태였던 ‘중국청도C&P복장유한공사’의 기

업지배구조를 독립법인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상호도 ‘중국청도팬코복식유한

공사’로 변경, 기업이미지 개선 및 경영구조 통합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조직구성원들에게 성취동기 부여와 사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도

모하고자 팀별, 개인별 연봉제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경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팬코는 창업 이후 1990

년대까지 성장기에 이르는 동안 사세확장으로 사업장을 자주 이전하고 생산, 

영업 활동에 주력하다보니 각종 경영자료의 관리 및 보존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회계 서류나 법령 문서 외 일반 업무자료들은 제대로 

보존, 관리되지 못한 채 멸실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기획팀은 2002년부

터 회사업무 관련 문서인 경우 기안지 한 장까지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업무참고자료 및 기업의 사료史料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당

시 경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담당했던 현 경영기획부 이광일 부장

은 “기업의 사업활동에 관한 제반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일은 

이후 업무적 활용가치 면에서는 물론 기업역사를 축적, 전승한다는 차원에

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강조하고 “팬코가 2000년대 이르러 제반 경영자료

의 보존, 관리업무에 적극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 배경 역시 기업역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기록으로 보존, 전승해야겠다는 

인식이 점차 고양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시되었던 것”이라고 당시 업무 추진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였다. 팬코는 이와 함께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국내 생

산기지 및 각 지점 또는 사업부 간 문서류의 신속, 정확한 수발을 통해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고 업무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수발 담당제를 실시, 

각 사업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달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제고하였다. 

한편 팬코는 사업구조를 재정비, 경영효율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기업의 대외 

위상 제고 및 업계 선도역할 수행을 위한 활동도 실시하였다. 

1996년 브랜드사업 시작과 함께 미주 시장을 개척하고자 설립하였던 미국 청도팬코복식유한공사로 사명 변경(20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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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PANKO USA가 당초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2002년 12월 이를 청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당분간 국내 사업에 주력하

기로 함으로써 기업체질 개선 및 경영효율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같은 달 16일에는 중견기업으로의 위상확립과 회원사 간 유대강화, 정

보교류 등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회원사로 가입하였으며, 11월에는 

최영주 회장이 베트남 생산기지 건설을 계기로 한국·베트남친선협회 이사장

에 취임함으로써 대외 사업활동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짐과 동시에 한국·베

트남 간 경제교류활성화 및 양국 우호증진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팬코가 이처럼 매년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며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에 따라 

팬코의 경영 및 사업 활동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11월 제16회 

섬유의 날, 최영주 회장이 정부로부터 산업훈장을 수훈한 데 이어 제39회 무

역의 날에는 박윤섭 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음으로써 

팬코의 성가를 더욱 드높였다.

한편 사업성과 면에서도 2002년 한 해 동안 매출 4,557만 달러를 달성, 알

찬 결실을 거두었다.

교육훈련 체계의 강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인적자원 역량을 배양

하는 일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강화가 선행과제일 수밖에 

없다. 

팬코는 2000년대부터 글로벌인재 양성과 사내 인적역량개발을 위한 직무교

육, 어학교육 등을 적극적,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방식은 사외·온라인교육과 사내교육으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

은 직무역량향상교육, 외국어교육, 섬유산업이론 및 기술교육을 비롯하여 산

업안전교육, 신입사원교육 등 각 계층 및 직급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내용

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각 분기별 또는 월별로 워크숍, 현장 

OJT, 품질품평회와 같은 행사개최를 통해 선진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

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주력하였다. 

2002년 7월에는 신규채용 직원들의 조기 적응을 위한 신입사원교육을 실시

하였다. 조직 및 사업구조, 기업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

의 연혁과 현황 소개에서부터 각 부서별 업무내역, 생산공정 흐름에 이르기

까지 과목별로 상세히 제작된 교재를 토대로 3일에 걸쳐 실시된 당시 교육에

서 특히 신입사원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던 것은 회사의 생산공정관리 및 

업무흐름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다수의 신입사원들이 인문계열학과 졸업 후 

사무관리직으로 입사하다보니 의류제조기업의 생산공정은 처음 접하는 생소

한 분야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원들은 원단의 입고에서부터 재단, 봉제, 품질검사 과정 등에 이르

기까지 생산공정의 흐름과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사내 담당자들로부터 상세

한 기본교육을 받았다. 특히 당시 제작된 교재내용 중 공정관리에 관한 부분

의 경우 팬코가 일찍이 2000년대 초반부터 완벽하고 우수한 제품생산을 위

해 공정관리업무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실시했으며, 당시 업무흐름은 어떠하

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그 개요를 소개하면 

[표 3-1]과 같다.

팬코는 이와 함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외국어교육도 실시, 글로벌업

무역량을 높였다. 각 분기별로 일본어 초급과정과 중급과정, 중국어 교육과

정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적극 배양하는 한편 일본어, 중국어, 

左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 부산 팬코염직 내방 

(2002. 09. 29.)

右   산업훈장 수훈하는 최영주 회장(20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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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제작된 각 사례별 전화응대 예문 등을 사내에 배포, 모든 직원들이 

주요 거래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수시 교육

을 실시하였다.

전략경영의 추진

팬코는 2000년대 이전까지 회사의 제반 사업 및 업무를 사전 치밀한 분석과 

검토, 연구과정을 거쳐 추진하기보다는 주로 내부 경영진의 계획과 판단, 결

정에 의해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때로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효율과 성과가 저하되는 경우도 없

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고자 2002년부터는 주요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실무팀의 사전 철저한 조사, 분석, 연구 과정을 거쳐 객관적 자료를 토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경영체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기획팀에서는 2002년 4월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위안화 절상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6월에는 ‘R&D활성화 방안’ 

검토보고서를 작성, 경영진에 보고하였다. 또한 7월에는 팬코의 주력 시장인 

일본 시장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출증대를 이루고자 전성국 현 부사장

을 위원장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전략경영체제의 기초를 다졌다.

당시 기획팀은 ‘위안화 평가절상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국내외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팬코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및 청도팬코 운영에 있어 경영진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

다. 또한 회사의 ‘R&D활성화 방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R&D팀의 구체적 활

성화 방안을 담아 경영진에 보고하였다. 

당시 보고서에 제시한 R&D팀 활성화 방안으로는 소재와 조직개발에 있어 

첫째, 기존 R&D팀 인력만으로는 신소재, 신조직의 개발이 다소 어려운 점

을 감안, 산학협동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과 둘째, 부산

의 편직시설을 활용, 새로운 소재를 기존의 다양한 섬유조직에 적용하는 방

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디자인개발에 있어서는 전문디자이너의 채용을 확

대, 고급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과 아울러 향후 패션 동향에 대비하도

록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구분 작업명 세부 사항

재단

원단입고

•  원단입고시 작업분에 해당되는 원단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  거래명세서와 수량이 일치 되는가를 확인한다.

•  원단입고시 ORDER 소요량과 입고량 대비 ±유무를 수시로 확인한다.

•  입고된 모든 원단에 대하여 반드시 축률TEST를 한다.

검사연단

•  작업 시작 전 원단 및 정해진 작업지시서 수치(원단 폭, 요척)에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작업에 들어간다.   

•  연단시 원단불량에 대하여 전량을 검사한다.

•  연단시 한 절당 yds ± 과부족 CHECK

•  작업불가능시에는 해당 팀장 및 수출본부장에 연락 후 지시에 따른다.

재단작업
•  원단 검사 후 정상원단에 대하여 CUTTING 작업에 들어간다.

• CUTTING 후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한다. 

중간검사
• CUTTING된 재단품은 같은 절에서 1벌씩 봉제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분리작업을 실시한다.

•  분리작업시 재단품을 검사한다.

봉제

봉제투입 •  재단부에서 분리된 재단품을 1벌씩 짝을 맞추어 봉제 첫 공정에 투입한다. 

중간검사
•  봉제 첫 공정에 투입시 1쪽이라도 원단불량이 발견될 경우 1벌에 대한 재단품은 작업분에서 제외시킨다.

•  검사반장은 수시로 라인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발생을  방지한다.

봉제작업

•  봉제 작업시 세부공정계획(PK-6)에 의거, 각 공정별 적정인원을 배치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불량제품 발생시 공정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공정 배치가 완료되면 STYLE별 각 공정별 사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시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전 공정은 봉제 부서장이 관리한다.

수량검사

•  전 LINE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시간대 별로 수량을 CHECK한다.  

•  일과 종료 후 전 LINE에 생산되는 제품을 통합하여 기록한다(STYLE, COLOR,  SIZE 생산 현황).

•  최종적으로 생산일보에 기록하고 매일 영업기획실에 보고한다.

완성

사절작업 •  봉제에서 생산된 제품 전량에 대해 깨끗하게 실밥을 제거한다.

제품검사

•   제품검사시 검사원은 제품검사기준(작업지시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적합, 부적합판정을 

결정한다.

•  제품검사기준(일반적인 사항 – 시각적으로 판단가능)

1 ) 원단스크래치 불량: 편직스크래치, 가공스크래치, 시와

2 ) 색상 불량: 색상변색(이색), 무늬불량, 사행

3 ) 오염 불량: 기름오염, 색상오염, 이염

4 ) 형태 불량: 위치불량(부속작업, 뒤틀림)

5 ) 봉제 불량: 당겨서터짐, 실끊임, 봉탈

6 ) SIZE: 작업지시서 참고

•  기타 모든 검사 기준은 작업지시서 내용을 참고로 한다.

•  제품불량 발생시 수정 가능과 불가로 구분하여 수정이 가능한 제품은 수정 후 재검사, 정품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며 수정불가는 제품출고시 제외시킨다.

다림질

•  검사 후 정품으로 판정된 제품만 다림질을 한다.

•  다림질은 전체 외관(형태)이 반듯하고 깨끗하게 나오도록 작업을 한다.

•  특히 중요부분은 다림질을 여러 번 반복하여 최상의 제품을 만든다.

행텍작업 •  행텍부착시 작업자는 반드시 제품 STYLE과 행텍번호(SIZE, 주의텍포함)가 일치되는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한다.

포장작업
•  포장작업시 POLY BAG은 반드시 STYLE에 맞는 규격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작업에 들어간다.

•  POLY BAG 사용 시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찢어진 POLY BAG은 사용하지 않는다.

검침작업(납품용 박스)
•  모든 제품은 검침기를 통과한 제품만 납품용 박스에 담는다.

•  검침기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바늘 및 불순물)은 철저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제품 출고 시 제외시킨다. 

출고 •  납품용 박스 작업이 완료되면 당일 출고숫자와 맞는지 확인 후 출고한다.

[표3-1] 단계별 공정 관리 및 업무흐름

2002년부터는 주요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실무팀의 

사전 철저한 조사, 분석, 연구 과정을 

거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경영체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기획팀에서는 

2002년 4월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위안화 절상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6월에는 ‘R&D활성화 방안’ 검토보고서를 

작성, 경영진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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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은 이와 함께 2002년 일본 시장 매출이 다소 감소함에 따라 대일 수

출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수출본부 담당자를 포함, 모두 7명으로 일본 시

장동향 파악 및 매출증대방안 연구 TF팀을 구성하고 영업성과 증진에 필요

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략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다각적 분석, 연

구활동을 전개하였다.   

다양한 사내 행사의 개최

기업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이 적극적 행동동기를 지닐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많

은 기업들이 반복적 일상과 업무로 누적되는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감을 해소하고 신명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FUN경영, 신

바람경영 등을 추진, 생산효율 및 업무성과를 제고하는 사례가 많다.

팬코 역시 2002년에도 다양한 사내 행사개최를 통해 직원들에게 즐거움과 

보람, 활력을 느끼게 해주고 구성원 간 화합과 결속을 증진하였다. 

2002년 6월에는 중국 공장 현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조직 화합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국 청도팬코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각 생산라인별

로 팀을 이루어 체육경기와 게임, 장가자랑 등의 경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모

든 직원들은 팬코 로고가 새겨진 형형색색의 막대풍선을 흔들며 응원전을 

펼치는 등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10월 14일에는 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 유대감 강화를 위해 ‘팬코인 한

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아래 펼쳐진 이날 행사는 1~3부로 나누어 가요 및 댄스경연, 퀴즈대

회, 합창 등 다양한 레크리에션프로그램으로 시종 축제분위기 속에서 진행

되었다.    

이밖에도 팬코는 12월 12일 중국 청도팬코 창립기념식을 가진 것을 비롯하

여 본사 및 해외 생산기지별로 정례 송년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

써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족의식 정착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업활성화 및 경영성과 증대

생산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재투자와 사업영역 및 규모의 확대, 그로 인한 매

출과 기업이익 증대의 선순환사이클은 2003년에도 계속되었다. 

2003년 1월 3일 시무식을 겸한 한마음 결의대회로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한

해 업무를 시작한 팬코는 전년도의 성장세를 토대로 활발한 사업활동을 추

진하였다. 

3월 1일에는 미주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전년도 베트

남 현지법인 설립에 이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봉제공장을 인수, 러시아 

현지법인 PANSIA를 설립하였다. 이는 미국·베트남 간 섬유쿼터에 관한 조

정과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 대미 Non-Quota 지역인 

러시아를 제2의 미국 시장 공략기지로 삼고자 함이었다. 팬코는 이처럼 사업

거점이 중국, 베트남에 이어 러시아로까지 다국화됨에 따라 해외 주재원규정

을 개정하는 등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관리시스템을 보완, 강화하였다. 

본사 경영체제도 개편하여 신임 대표이사에 이학원 부사장을 선임하였다. 이

학원 신임 대표이사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팬코 창업 초기에 입사

하여 오랜기간 회사 성장기반 구축에 힘을 쏟은 장기근속 임원이었다. 

한편 국내 및 중국에서의 생산활동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국내의 경우 가양

동 공장과 부산편직, 팬코염직 등 3곳의 생산기지에서, 중국은 청도팬코에서 

총 3,0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생산활동에 전력하였다. 특히 청도팬코의 

경우 2,500여 명의 인력과 42개의 봉제라인, 연간 2,000만pcs의 생산능력

 2003 한마음 결의대회(2003. 01. 03.~04.)

팬코 한마음 단합대회(200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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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고 대일對日 수출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팬코는 2003년 

한 해 동안 매출 6,309만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434만 달러 이상 

매출증대 실적을 거두었다. 

베트남 ‘팬코비나’ 공장 완공

2003년 4월에 이르러 팬코는 전년도부터 추진해온 베트남 생산기지 건설사업

을 약 7개월 동안에 걸쳐 마무리 짓고 마침내 팬코비나 공장을 완공하였다.

베트남 빈증성 미푹공단 내에 1차 건설된 팬코비나 공장은 18만 3,200㎡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 위에 24개 봉제라인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설립되었다. 

팬코비나 공장이 자리 잡은 빈증성은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산업도시로 공단

이 밀집되어 있으며, 한국기업들 역시 다수 입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당시 팬코가 이곳에 마련한 생산기지 면적은 평수로 환산하면 약 5만 5,000 평

으로, 그 둘레길이만해도 1.7km에 달해 도보로 돌아볼 경우 40분 이상 소

요될 만큼 광대한 규모였다. 

팬코는 이처럼 1990년대 중국 공장 건설에 이어 2003년 베트남에도 대규모

생산기지를 완공함으로써 글로벌생산체제의 기반을 확고히 굳히는 한편 미

주 시장개척을 통해 세계 유수 의류제조수출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하

고자 하였다. 

팬코는 건설공사 완료 후 공장 가동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팬코비나 초대법인장에는 동남아지역 사정에 밝은 종합상사 출신의 권순학 

해외사업본부장을 선임, 사업초기 기반구축 활동에 힘을 쏟았다. 한편 기계, 

설비의 도입과 설치, 부속건물 시설공사 등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인력조달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팬코는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신문 및 라디오 광고, 리플릿 홍보활동, 현수막 게시 등 다

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초보 인력의 경우 모집이 용이하였으나 숙

련기술인력은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서울 본사에서 경력 20년 이상

의 베테랑 기술자들을 베트남에 파견, 수개월 동안의 교육을 통해 현지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생산활동 원활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힘을 쏟았다.

대외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모색

사업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장기적, 결과적으로 

큰 성과와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국가정책이나 제도, 법

률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의 기업인 경우 대외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성과가 좌우되는 사례도 많다.

바로 팬코의 베트남 생산기지 건설사업이 그러하였다.

팬코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대미 Non-Quota 국가인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까지 총 1,000만 달러를 투자, 팬코

HCMC, 팬코비나 등 2개의 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2003년 5월에 이르

러 대외 경영환경이 팬코에 크게 불리한 쪽으로 급변하였다.

2001년 12월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은 약 1년 남짓 베트

남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에 대해 쿼터제를 철폐한 바 있었다. 그 결과 베트

남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은 2002년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0% 

이상 증가함으로써 자국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미국 섬유제조업단체에서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 시 조속히 

쿼터를 재설정해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였으며, 부시 행정부는 2003년 5월부

터 섬유쿼터제를 부활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시 이 같은 환경변화는 미국 시

장 공략을 목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건설

한 팬코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팬코뿐만 아니라 

左   팬코비나 완공 당시의 정문 현판(2003. 04.)

右   팬코비나 완공 당시의 봉제공장(20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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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미 쿼터제의 완전 폐지를 기대하고 베트남에 진출했던 한국의 많은 

기업들 또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일부 기업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서둘러 철

수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팬코 역시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대규모 생산기지를 건설, 

가동 한지 불과 몇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생산활동을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

었다. 하지만 진정한 기업역량은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는 법이었다. 팬코 경

영진은 숙고를 거듭한 끝에 당분간 베트남에서 생산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상황이 비록 안 좋기는 하지만 베트남 산업여건과 국

제경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려해볼 때 향후 사업전망이 그리 어둡

지만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근거와 이유로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었다. 첫째, 197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선진 섬유수입 국가들은 개도국들

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을 규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

자간 섬유협정MFA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은 WTO 출범을 위한 선·

개도국 간 합의로서 2004년 12월까지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합의된 것이었다. 

즉 이 협정에 따를 경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섬유쿼터제도를 2005년 이후부

터는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베트남이 2005년 

WTO에 가입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베트남이 2005년 WTO에만 가

입하게 되면 섬유쿼터제는 자연 철폐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둘째, 베트남은 일본을 비롯하여 심지어 미국의 일부 기업들까지도 중요한 소

싱처로 여기고 있어 섬유쿼터제 철폐를 요청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떤 형태로든 

빠른 기일 내에 이 문제가 원만히 타결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다. 

셋째, 당시 팬코의 경우 계속적인 수주 증가로 생산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입

장에 있었고 또한 중국보다 임금이 낮은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

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진 만큼 소량의 하청 오더라도 수주, 생산하며 상황의 추이를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팬코는 당분간 베트남에서의 생산활동을 계속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경영진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의 경영환경 변화

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팬코가 2000년대 후반 제2도약을 추진함에 있어 

큰 밑받침으로 작용하였다.

생산설비 투자와 기업위상 제고

팬코는 2003년 대외 경영환경이 불리하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투자 

효과를 향유하고자 베트남 생산기지 건설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봉제

공장 인수 등 해외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다.

6월 2일에는 베트남 공장 건물 및 시설공사 등에 따른 소요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팬코비나의 법정자본금을 9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100만 달러 

증액하였다. 또한 팬코비나의 니트 및 우븐 생산라인 가동에 필요한 각종 설

비공사를 비롯하여 건물주차장 등 부속시설 증축,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해

서도 추가자금이 투입되었다. 

국내 생산기지 및 중국 청도팬코, 러시아공장의 설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

여 재봉기를 비롯한 콤퓨레셔, 연단기테이블, 재단기 등 각종 기계설비를 신

규 구입하거나 교체하며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수당도 신설하여 사원에

서부터 부장에 이르기까지 각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급여에 추가, 지급함으

로써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북돋웠다.

한편 팬코가 해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과감한 사업투자와 수범적 경영활

동으로 성장,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언론사, 관계기관 등으로

부터도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받았다.

6월 2일에는 최영주 회장이 ‘제10회 삼우당 대한민국 섬유·패션 대상’을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 ‘삼우당三憂堂’은 문익점 선생의 아호로 1994년 제정되어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업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

었다. 

11월 제40회 무역의 날에는 박현식, 김종식 차장이 수출업무를 통해 국가경

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함으로

써 기업 위상을 더욱 드높였다. 

대미 쿼터제의 완전 폐지를 기대했던

일부 기업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서둘러 철수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진정한 기업역량은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는 법이었다. 

팬코 경영진은 숙고를 거듭한 끝에 

당분간 베트남에서 생산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베트남 산업여건과 국제경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려해볼 때 

향후 사업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제10회 삼우당 대한민국 섬유·패션 대상’을 수상한 

최영주 회장(2003.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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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주년의 의의와 성과

2004년은 팬코가 창업 20주년, 성년을 맞는 해임과 동시에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한 보람 있는 해였다. 

1984년 12월 창업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수출보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해

외 시장개척에 주력, 마침내 1억 달러의 매출고를 기록한 것이다. 직원 수 10명 

도 채 안 되는 소규모 기업으로 출발, 창업 20년 만에 국내외에 3,000여 명

의 임직원과 10여 개에 달하는 생산기지 및 사업장을 거느린 어엿한 중견기

업으로 성장한 팬코의 경영역정과 기업위상은 가히 입지전적이라고 할만 하

였다.   

창업 20주년을 맞는 팬코의 기업사적 의의와 성과는 비단 외형의 성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경영관리체제와 조직문화, 사업운영시스템에 이르기

까지 선진적 프로세스와 기업이념을 구현함으로써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발

전을 이루었다. 이는 마치 한 알의 작은 씨앗 또는 어린 묘목이 싹 트고 자라

서 20년 만에 울울창창한 거목으로 성장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그 기간만큼의 미래가 

보인다’고 하였다. 불굴의 도전의식, 개척자적 열정과 노력으로 지속성장을 실

현해온 팬코의 20년 역사 또한 돌이켜보면 다가올 20년의 빛나는 미래를 조

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에 팬코 전 임직원들은 창업 20주년을 맞아 더 

넓은 세계, 더 밝은 미래로의 힘찬 도약을 위해 다시금 신들메를 고쳐 매었다. 

새해, 새로운 의지의 다짐

2004년 1월 2일 팬코는 본사에서 한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영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4년은 팬코가 창업 20돌

을 맞는 해로서 사람으로 치면 어엿하고 늠름한 청년의 모습을 갖춘 것”이라 

말하고 “팬코는 20년 찬연한 기업역사와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활발하

고 힘찬 사업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경영의지를 천명하였다. 

새해 경영전략과 사업방침도 발표되었다. 그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직원들의 

업무역량 제고와 의식개혁을 위해 제반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둘째, 발전적 

기업문화 창달을 위해 정서 및 정보의 공유시스템을 폭넓게 구축하며 셋째,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기업환경 및 경영여건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강구함과 아울러 미래비전의 제시와 달성, 향후 기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시적 경영전략을 수립, 시행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팬코는 이 같은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사업부별로 중점 실시

할 업무계획과 세부방침을 설정하고 한 해 동안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먼저 경영관리업무의 표준화, 효율화 정착을 이루고자 제반 업무규정을 재정

비하는 한편 원가절감을 위해 원부자재의 적정 재고량을 확보하고 검사에 철

저를 기하였다. 이와 아울러 고객관리를 위한 시장조사분석 및 대책수립, 클

레임 발생 시 신속한 처리지침 등도 마련하였다.

사내교육 및 외부 연수제도도 강화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소양교육에서부터 

재무회계, 안전사고예방, 원가절감교육은 물론 품질, 생산관리 등 각종 직무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4년 하반기부터는 사이버교육을 

본격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일정을 관리하며 자기계

발과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 및 급여제도 개선, 경영합리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혁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사적 품질관리 운동의 

전개 등 기업의 역량강화 및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시행하였다. 

사업 추진현황과 성과

팬코는 2004년 사업실적 면에서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념비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모든 부문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니었

다. 특히 베트남 진출사업이 갑작스런 대외 환경변화로 침체상황에 접어들게 

되면서 미주 시장개척 계획 또한 자연 무산될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베트남 생산기지는 전체 부지면적 중 약 4분의 1에 대해서만 

1차 봉제공장을 건설, 운영하였으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 생산시설

을 건축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다. 또한 베트남 공장은 

Non-Quota 지역인 미주 시장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하였던 터라 타 지

역으로의 수출용 오더를 수행하는 데에도 제약과 애로가 따랐다. 이에 팬코

는 미주 시장에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오더를 하청형태로 맡아 생산, 

02

찬연한 역사의 창조,
더 큰 도약을 향해

2004년 경영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영관리업무의 표준화, 

효율화 정착을 이루고자 

제반 업무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원가절감을 위해 

원부자재의 적정 재고량을 확보하고 

검사에 철저를 기하였다. 

이와 아울러 고객관리를 위한 

시장조사분석 및 대책수립, 

클레임 발생 시 신속한 처리지침 등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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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일감부족으로 공장가동을 일시 쉬기도 하는 상

황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팬코 경영진은 향후 사

업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를 지니고 있었기에 당시의 힘든 상황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 사업이 이처럼 부진을 겪고 있을 때 국내 사업은 일본으로부터

의 오더가 증가하면서 호황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팬코의 최

대 고객이 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준 유니클로의 오더는 2000년 825만  

달러를 시작으로 2001년 3,547만 달러, 2002년 2,734만 달러, 2003년 

3,902만 달러에 이어 2004년도에는 5,939만 달러에 이름으로써 전체 매출

액의 60%를 상회할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국민브랜드인 유니클로를 

비롯하여 시마무라, 무인양품, 이온 등 주요 고객으로부터 오더가 지속 증가

함에 따라 국내 각 생산기지와 중국 공장에서는 생산활동에 전력을 기울였

다. 그 결과 베트남 생산활동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2004년 한 해 동안 매출 

9만 8,688만 달러를 달성, 국내 섬유수출업계의 리더기업, 우량기업으로 확

고한 자리매김을 하였다.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국내외에서의 생산, 영업 활동으로 바쁘고 활기찬 노력이 전개되는 가운데  

2004년 12월 10일에 이르러 팬코는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성대한 기념식

을 개최하였다.

‘BEST OF THE PANKO’라는 슬로건 아래 쉐라톤워커힐호텔 무궁화룸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임직원 및 외빈 400여 명이 참석, 성년기업으로 우뚝

선 팬코의 늠름한 기업 위상에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기념식 행사는 1~4부로 나누어 다채롭고 흥겹게 펼쳐졌는데, 1부는 개막 전 

행사의 축제분위기 연출, 2부는 도약을 향한 결의의 장, 3부는 전체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 4부는 새롭게 거듭나는 팬코의 모습 등을 연출하며 오후 6시

부터 9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답게 다양하고 품격 높은 프로그램

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선언에 이어 최영주 회장의 기념사, 외빈 축사, 성악가 

엄정행 씨의 ‘축배의 노래’ 축가, 축시 낭송, 영상 축사, 인기가수 축하 공연, 

레크리에이션 게임, 시상 및 공로패 전달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모든 

참석자들이 팬코 창립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한 노력

선진 글로벌기업으로 도약가도에 접어든 팬코의 힘찬 질주는 2005년에도 계

속되었다. 팬코는 2005년 중국 평도에 버티컬공장의 신규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미주 시장개척을 위해 미국 LA에도 사무소를 재개하는 등 생산시설 확

충과 시장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내부 감사팀 신설, 사

이버 건의함 설치, 재고관리 및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도

모함과 아울러 전 직원 책읽기 운동 전개, 온·오프라인 교육훈련의 강화로 

인적자원개발에 전력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1월에는 신규채용 직원들을 인솔하여 부산의 팬코염직을 방문,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관리부서 및 수출부서 순환교육을 통해 회사 업무의 빠른 적응과 

숙지를 도모하였다.

또한 회사 조직 및 업무 확장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을 개정, 업무재량권을 효

율적으로 재조정함과 아울러 해외 법인에 근무하는 현지 주재원 체제 수당

을 현실화함으로써 직원 편익증진과 업무생산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사업거점의 이전 및 사업구조 정비작업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 경영관

창립 20주년 기념식(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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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효율화를 기하였다.

6월에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한 본사를 강남구 삼성동 37-22번지 백영

빌딩으로 확장 이전하는 한편 2003년 설립하였던 러시아 현지법인도 사업진

척과 향후 전망이 다소 부진하고 불투명해짐에 따라 전격 청산하였다. 또한 

2002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임차 공장으로 설립, 운영하였던 해외법인 팬코

HCMC를 팬코비나와 합병, 사업구조를 개선하였다.

이처럼 경영 및 사업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한 팬코는 2005년에도 미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였다. 

책읽기운동을 통한 인적자원 역량 배양

직원들의 업무역량이란 각자가 지닌 지식과 정보, 지혜의 수준에 비례하기 

마련이다. 특히 경제, 산업구조가 날로 전문화, 고도화되어가는 21세기 지식

기반시대에 기업 구성원들이 지식역량을 배양하는 일은 곧 회사 업무효율을 

높이는 일임과 동시에 자기성취를 위한 필수과제이기도 하다. 

회사 직원들이 지식함양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다름 아닌 책읽기를 통한 방법이라 할 수 있었다.

이에 팬코가 구성원들의 지식, 정보역량 제고 및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전사적 ‘책읽기운동’을 본격 실시한 것은 2005년 3월부터였다. 

책읽기운동의 최초 제안 및 추진자는 당시 이건후 상무였다. 팬코에 부임하

기 전 금융 분야 대기업 임원으로 재임하며 지식경영 실천에 앞장서온 이 상

무는 ‘선진 글로벌기업을 지향하는 팬코의 경우 직원들의 전문지식과 정보, 

교양수준을 높여 글로벌업무역량을 배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

식 하에 전사적 책읽기운동을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월 초부터 시작된 책읽기운동은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되었다. 

회사에서는 경영전략, 인문, 리더십, 섬유관련 분야의 권장도서를 직원들에

게 추천하고 독서감상문을 제출하게 한 뒤 우수 소감문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내 전산망에도 이를 게재,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전 직

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책읽기운동을 주관한 이건후 상무는 “현대 직장인들에게 있어 책읽기

란 단순히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본인의 성공적 삶과 조직경쟁

에서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공부”인 점을 강조하고 “국내 다수의 기업에서

도 독서권장 운동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는 만큼 팬코 직원들 또한 

지속적 책읽기로 자기계발 노력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독려하는 등 직원들의 

지식역량 배양을 위해 적극 힘을 쏟았다. 

내부 감사팀 신설 

팬코는 회사의 외형규모가 확대되고 국내외에 사업거점이 늘어나면서 혹여 발

생할지 모를 위법, 부당행위, 사고 또는 비효율적 업무처리 사례들을 미연에 

점검, 방지하고자 2005년 1월 회장 직속의 내부감사팀을 신설, 운영하였다.

신중기 당시 관리부장을 팀장으로 기획조정실의 이광일, 김진형, 관리부 이

규현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은 내부감사규정에 의거, 국내외 사업장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감사업무의 수행내역을 보면, 해외 법인과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2회 현장방문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감사범위 

및 방법은 재고자산 실사, 매출채권, 매입채무, 비용 등에 대해 담당 직원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감사팀이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권한을 

부여,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및 조사자료의 징구, 관계 직원 출석, 답변 요구

가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감사로 인해 각 사업장 업무에 불편과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성수기를 피하여 감사를 실시, 4월에는 부산 팬코염직, 8·9

월에는 청도팬코, 팬코비나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였다. 감사 결과 채권, 재고

관리 업무처리에 있어 일부 비효율적 방식 및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

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사팀원들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

육에 참가, 내부 감사제도의 개요와 감사방법, 감사사례 분석 등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효과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팬코가 구성원들의 지식, 정보역량 제고 

및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전사적 ‘책읽기운동’을 본격 실시,

‘선진 글로벌기업을 지향하는 

팬코의 경우 직원들의 전문지식과 

정보, 교양수준을 높여 

글로벌업무역량을 배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전사적 책읽기운동을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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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효율화 및 내실화 노력

제안제도 활성화, 원가 및 경비절감 노력, 생산·물류관리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경영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팬코는 2005년 6월 사내 전산망에 ‘사이버 건의함’을 설치하고 회사의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방안에 대해 전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 반영하는 

한편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이버 건의함에는 회

사 업무에 필요한 섬유산업정보, 경영정보, 업무 매뉴얼, 무역, 회계 상식 등 

다양한 지식, 정보들을 함께 게재할 수 있게 하여 직원들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월에는 내수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수 사업부의 정확한 재고관리 및 물

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가양동 공장에 대한 전면적 재

고조사를 실시, 재고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리스트를 작성, 관리하는 한편 

품목별, 시즌별 판매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입고에서부터 입고 

후 재고관리, 출고요청, 출고 후 재고관리에 이르는 과정의 업무를 보다 효율

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환율변동에 따른 사전원가 산출제 실시를 통해 매출이익 제고와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생산 및 경영관리업무시스템도 보다 효과적

으로 보완, 재편하여 노동생산성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시장다변화 전략의 지속적 추진

팬코는 창업 이후 일본 시장 수출에 주력하면서도 미주, 유럽 시장개척 노력

을 부단히 지속해왔다. 팬코의 이 같은 시장다변화 전략은 글로벌기업으로서 

미래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확대, 

일본 시장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팬코는 1990년대부

터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6년 미국 현지법인 PANKO USA설립에서

부터 2002년 베트남 생산기지 건설사업 등이 모두 그러한 의지와 노력의 일

환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외 환경변화 등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팬코는 2005년 3월에 이르러 또 다시 미국 시장개척 노력을 재개하였다. 미

주 시장 공략에 필요한 영업거점을 확보하고자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사무소

를 개소하고 전문인력을 영입,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약 4개

월간의 영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향후

의 실적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7월 6일 사무소를 철수, 다시 

후일을 기약하게 되었다.

한편 팬코는 시장다변화 전략과 함께 생산거점의 다국화전략도 지속 추진하

였다. 1990년대 중국, 2000년대 베트남에 이어 2005년 8월에는 북한에 조

성되는 개성공단에도 새로운 생산기지를 설립하고자 아파트형공장 분양신청

을 하였다. 당시 개성공단조성사업은 우리나라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 사업이었다. 이

에 팬코는 물류와 인력여건이 좋은 개성공단에 입주, 내수용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입주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당시 팬코가 개성공단에 소규모 공장

을 설립, 내수용 제품만 생산하기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개성공단에서 생산

한 제품을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율이 너무 높아 가

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정부 방침은 팬코와 

같은 중견기업의 경우 아파트형공장보다는 토지와 건물을 직접 매입, 대규모 

공장을 건축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이에 따라 팬코의 역사적인 개성

공단 입주계획은 결국 무산되었다. 

중국 버티컬공장 설립 준비

의류제품은 기본적으로 편직, 염색, 봉제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이와 같은  

3단계 공정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때 원가절감은 물론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이 3단계 공정을 한곳에서 일

괄 처리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버티컬시스템Vertical System 또는 버티컬공장이

라 칭한다. 따라서 모든 의류제조기업들의 공통된 꿈은 자체적인 버티컬생산

기지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버티컬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오더 확보가 가능해야 함은 물론 첨단시설을 운영할 수 있

는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

팬코는 2005년 6월 사내 전산망에 

‘사이버 건의함’을 설치하고 

회사 업무에 필요한 섬유산업정보, 

경영정보, 업무 매뉴얼, 무역, 

회계 상식 등 다양한 지식, 정보들을 

함께 게재할 수 있게 하여 직원들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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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필요한 입지확보와 공장건축, 설비 등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이 뒷

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많은 의류제조기업들이 버티컬생산시스템 

구축을 염원하지만 이를 실제 구축하기란 극히 어려운 것이다.

팬코 역시 창업 이후 버티컬시스템을 갖출 여건이 못되다보니 편직, 염색, 봉

제공장을 모두 각각의 지역에 두고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로 인해 물류비용 

등 원가상승과 생산효율 저하, 품질관리의 어려움 등을 겪었다. 따라서 버티

컬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팬코의 오랜 숙원과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5년에 이르러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팬코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시장 수출오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중국

에 버티컬생산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하였다. 편직, 염색, 봉제 공정을 일괄 

진행할 수 있는 대단위 생산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원가절감, 품질제고는 물론 

생산시설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기 위함이었다. 

이에 2005년 6월에 이르러 중국 평도시에 버티컬공장을 건설하기로 최종 확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중국 평도시平度市는 청도시가 소재한 산동성 관내에 위치한 현급시県級市로 

한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팬코가 1998년 설립한 청도팬코 공장과도 인접한 

곳이었다. 

팬코는 6월 28일 중국 ‘팬코청도’ 버티컬공장 신규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

고 제반 준비업무를 추진, 8월 16일 기초설계안을 확정하였다. 이어 10월 1일 

에는 현지법인 ‘팬코청도유한공사’를 설립함과 아울러 같은 달 14일 2007년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마침내 대단위 버티컬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정초를 다지게 되었다.  

당시 팬코청도 버티컬공장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 평도팬코 설립 부지 선정(2002. 03. 06.)

 단위: kg

● 팬코청도 개요

•  법인명: 팬코청도유한공사

•  위치: 중국 산동성 평도시 경제개발구

•  토지 면적: 91,004.17㎡(27,529평)

•  건축 면적: 약 62,000㎡(약 18,755평)

- 편직공장: 16,573㎡(약 5,500평)

- 염색공장: 11,324㎡(약 3,500평)

- 봉제공장: 18,846㎡(약 6,000평)

● 투자규모

•  총 투자액: US$20,000,000

•  주책 자본금: US$15,000,000

•  주책 자본금의 투자방식: 100% 현금투자

● 생산시설 및 규모

•  편직공장

- 생산 작업: 니트류 편직

- 생산 규모: 약 13,500톤/년

- 기계 수량: 편직기 300대 규모

•  염색공장

- 생산 작업: 니트류 염색

- 생산 규모: 약 12,600톤/년

•  봉제공장

- 생산 작업: 니트류 봉제

- 생산 규모: 약 28,800,000pcs/년

- 기계 수량: 봉제 기계 1,500대 규모

 

● 소요인력(총 인원: 약 3,250명)

•  편직공장: 약 100명 

•  염색공장: 약 150명 

•  봉제공장: 약 3,000명 

팬코청도유한공사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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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칠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2005. 11. 30.)

下   수원 ‘평강 행복한 홈스쿨' 후원

사업활동 및 경영성과

팬코는 2005년 한 해 동안 글로벌마켓 개척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장

다변화, 생산거점 다국화전략의 지속 추진과 함께 경영합리화, 효율화를 위

한 업무구조 혁신, 인적자원 역량 배양활동, 일본 시장에 대한 영업력 강화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 그에 상응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11월 30일 제42회 무역의 날에는 ‘칠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는가 하

면, 총 매출 7만 4,979만 달러의 사업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년

도 매출액 9만 8,688달러에 비해 2만 3,000달러 이상 감소된 것으로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매출 감소 이유로는 2005년 7월 미주 사업부를 

정리한 것과 유니클로 오더가 전년 대비 약 15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이 주원

인이었다.  

한편 2005년에도 경천애인, 인간존중의 기업정신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

라는 경영철학에 기초한 팬코의 사회공헌활동, 지역사랑운동은 계속되었다.

팬코는 불우이웃돕기의 꾸준한 실천과 함께 기독교 민간구호단체 기아대책

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 지

역아동보호시설인 수원 ‘평강 행복한 홈스쿨’ 운영을 후원하는 등 나눔과 

도움, 사랑의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하였다.

경영방침 및 경영전략의 전환

팬코는 2006년에 이르러 선진 글로벌기업으로의 본격 도약을 위해 양적 성

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경영방침

과 전략을 전환하였다. 이는 기업이 창업, 성장, 발전 단계를 거치는 동안의 

일반적 변화, 혁신과정이기는 하였으나 팬코의 경우 그 의지와 노력이 남달

랐다.

팬코는 2006년 1월 3일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시무식 겸 경영전략 발표회를 

개최하고 외적 성장에서 내적 성장으로의 전환 내용을 담은 신년 경영방침과 

사업전략을 발표하였다. 

최영주 회장은 식사式辭를 통해 향후 품질경영의 적극적 실천을 다짐함과 아

울러 무결점체제를 지향하는 ‘제로디펙트Zero Defects운동’ 전개를 선언하였다. 

당시 최고경영자의 품질경영, 내적 성장을 위한 의지가 얼마만큼 확고했는지 

식사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글로벌무한경쟁경시대를 맞아 세계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사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추격과 도전은 매

우 빠르고도 거셉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수한 품

질, 무결점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

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팬코의 경쟁력은 빠른 납기와 고객니즈의 적극적 수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완벽한 품질이 보장되는 무결점 제

품을 고객이 원하는 기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히 생산, 납품해야 경쟁력을 갖

출 수 있습니다. 

이에 팬코는 2006년을 기점으로 국내외 생산기지 및 전 사업부가 동참하여 

무결점체제를 지향하는 ‘제로디펙트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

로디펙트운동은 단순한 구호 차원을 넘어 회사 사활이 걸린 절대의 방침과 

전략이라는 인식 하에 전 임직원들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완벽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일은 기업이 수행해야 할 당

위적 사명임과 동시에 고객들에 대한 신뢰와 도리를 지키고 다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든 직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품질의 하자

로 인해 그동안 회사가 쌓아온 대외적 신뢰도가 손상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

03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제로디펙트운동 로고를 부착한 유니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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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회사의 경영관리체제와 사업시스템 역시 전

면 재점검, 정비하여 어느 부분에서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지향적 기업이념과 비전, 팬코의 

진취적 기상, 이미지 등에 대해서도 이쯤에서 새롭게 재정립,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중략)”

팬코는 최고경영자의 이 같은 경영방침 제시에 따라 2006년을 외적 성장에

서 내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아 제반 업무를 추진하였다. 

실행방안 수립과 추진

팬코는 2006년 1월 전사 차원의 새로운 경영방침과 전략 발표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방안과 지침을 마련하였다.

우선 회사의 미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Best Company, Best 

Life & Society”라는 슬로건을 설정하였다. ‘Best Company’란 섬유의류 업

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를 의미함과 더불어 첨단의 생산시설,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의류제조수출 전문기업을 뜻

하였다. 또한 ‘Best Life & Society’란 회사와 직원은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회사 발전이 곧 구성원들의 발전과 연결됨을 의미함과 더불어 사회적 발전 

또한 견인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팬코는 이 같은 의미의 슬로건 제시를 통

해 회사의 미래비전, 목표를 구현함에 있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의

지를 유발하였다.

이와 아울러 새롭게 제시된 경영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각 본

부별, 팀별로 소단위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구성원 의식개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경영관리업무의 전면적 혁신, 연구

개발활동의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추진하였다.

경영관리업무의 정비

팬코는 2006년 초 경영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원급여지급

규정, 해외출장비지급규정과 같은 각종 업무규정들을 사내 여건에 맞게 개

정하는 한편 내수사업부 조직도 개편,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경영효율화 노

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획팀에서 취합, 대행하였던 핸드캐리

Hand Carry업무를 수출본부별로 이관하여 관련 업무의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

고 물류비의 통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월에는 외국인 채용과 관련하여 산업연수제, 취업관리제, 고용허가제 등에 

대한 제도 및 관계 법규 등을 조사하고, 외국인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 등을 분석, 인력운용정책에 반영하였다.

또한 인사관리프로그램을 기업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관리, 영업부서 

조직도 회사 업무상황에 따라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을 높였다.  

한편 연말에는 업계의 퇴직금 중간정산 추세를 반영하여 전 직원에 대해 퇴

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 회사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경영관리

제도 및 업무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영업 활동 역시 활발히 전개하여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본 유수 바이어들과 

상호 신뢰, 협력기조를 바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함과 아울러 고객의 

니즈, 요청사항 등을 적극 반영,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팬코는 이 같은 다각적 노력을 통해 2006년 매출 8,765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경영의 실천

2006년 품질우선주의 경영방침과 제로디펙트운동 전개에 부응하여 특히 생

산부문에서는 품질제고 노력에 총력을 기울였다. 가양동 공장과 부산 팬코염

직, 중국 청도팬코, 베트남 팬코비나 등 국내외 모든 생산기지에서 전사적 품

질제고 노력이 전개되었다. 

원부자재의 입고에서부터 기계설비 점검에 이르기까지 상시 확인 및 점검체

제를 운영하는 한편 재단, 봉제 공정 역시 치밀한 검사를 통해 불량의 여지

를 제거하였다. 또한 완제품의 합·불합격 판정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

용하여 바느질 한 땀, 실밥 한 올이라도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출고를 허용

하지 않았다. 

관리본부 워크숍(2006. 04. 22.)

上   봉제 검수 작업

下   검침기 통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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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다림질, 행텍부착, 포장, 검침 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

쳐 품질관리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세밀하게 작업을 진행, 불량률을 최소화

하였다.

이와 아울러 고객만족을 위한 R&D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미주, 유럽, 중국 등지에서 개최되는 국제섬유박람회, 패션전시회에 적극 참

가, 글로벌트렌드를 분석하고 다양한 소재를 조사, 발굴하는 한편 사내에 편

직, 염직 R&D 부서를 설치, 새로운 소재와 원단을 개발하였다. 특히 디자인 

부문에 있어서는 평소 남다른 패션감각과 안목을 지닌 최영주 회장이 글로

벌 시장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안목,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니즈에 부

응하는 새로운 소재와 색상, 디자인안을 직접 구상, 제시하여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한편 4월부터는 2007년 상반기 평도팬코 버티컬공장 완공을 앞두고 완벽한 

품질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편직기, 염색기 등 고가의 최신 설비 및 기계

들을 구매하는 데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다. 또한 같은 달 6일에는 본사 

임직원을 비롯하여 외부 초청인사 32명이 중국을 방문, 평도팬코 공장의 입

지 및 생산환경, 공사진척 상황을 시찰함과 아울러 향후 제품생산과정에서 

일체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라인의 공사내역 등을 세밀히 점검, 

확인하였다.  

기업이미지 통합작업

기업의 지향가치, 조직문화, 사업특성 등을 심벌마크나 로고타입, 엠블럼과 

같은 시각 조형물로 제작,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CIPCorporate image 

Identity Program전략이라고 한다. 

팬코는 2006년 회사의 경영이념, 핵심가치 등을 상징하는 시각 조형물을 새

롭게 제작,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회사의 아이덴티티와 신인도 확립, 발전적 

이미지 구현을 도모하였다. 

팬코의 심벌마크는 사람, 환경, 기술을 의미하는 3개의 청색 모형으로 구성

되었는데, 첫째 모형은 팬코의 인간존중 정신과 맨파워를, 둘째 모형은 친환

경설비를 갖춘 국내외 첨단생산기지를, 세 번째 모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법과 생산기술을 상징하였다. 그리고 3개의 모형 아래 회사의 영문로

고를 삽입함으로써 팬코의 기업이미지와 지향가치를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심벌마크와 로고는 최영주 회장이 직접 제시한 도안을 바탕으로 제작

하였으며, 2006년 11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 현재까지 팬코 고유의 상징물

로 활용되고 있다.

대외 경영환경 변화 

사업의 성공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시운時運을 여하

히 만나느냐 하는 것이다. 시운이란 단순히 요행의 운수를 뜻함이 아니라 적

절한 시기時機 또는 기회를 의미하는 말이다. 즉 어느 기업이든 사업이 성공

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영환경과 관련하여 호기好期를 만나야 하며, 

그 호기를 못 만났을 경우 참고 기다리며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에 이르러 그동안 대미 섬유쿼터 문제로 베트남 진출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팬코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1월 11일 베트남이 WTO에 150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에 따라 마침내 

대미 섬유쿼터제도가 전면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희망적 상황은 이뿐만 

아니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전망이 제

시되었다. 당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으로 대화 상대국

인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

품을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 감면혜택을 수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일본 시장 수출에 주력하고 있던 팬코에 있어서는 여간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었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대금에 평균 10% 가까운 

세율을 감면받게 됨으로써 회사 수익증대는 물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기 때문이었다. 2003년 베트남 생산기지 설립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다른 기업들처럼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 이에 팬코는 베트남 사

업 활성화를 위한 전사적 대책 및 계획수립에 전격 착수하였다. 

CI 변경(2006.)

경영시찰단 평도 버티컬공장 공사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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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사업의 투자확대

팬코는 2007년 초 베트남에 대단위 버티컬공장 건립계획을 확정하였다. 대

내외 경영환경에 대한 치밀한 검토, 분석, 연구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 사실 

성장기업 입장에서 수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대규모 해외투자를 단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

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5년 중국 평도에 대단위 버티컬공장 건설에 착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베트남에 제2버티컬공장 건립을 추진한

다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 다소 무리한 투자로 비쳐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팬코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특히 대미 쿼터제 철폐와 관세 감면혜택, 

저임금의 노동력 확보, 생산시설 집적화를 통한 생산효율 증대와 물류비용 

절감, 품질경쟁력 제고 등 대내외적 모든 환경과 여건,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

었고 적절히 부합하였다. 이에 팬코는 특유의 실행력과 추진력을 발휘, 선행

투자를 통한 사업이익 극대화를 이루고자 다시 한 번 신속, 과감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베트남 버티컬공장 설립을 본격 추진하였다.

팬코비나 일괄생산시스템 건설 개요

2007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베트남 버티컬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계획 수

립 등 제반 준비절차를 거쳐 12월 4일 빈증성 공업단지관리사업소로부터 투

자허가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공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프로젝트 추진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팬코는 이와 같은 베트남 일괄생산시스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임 법인장으로 원단 및 무역 업무에 밝은 홍순학 팬코러시아 부사장

을 선임, 현지생산기지 건설과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하였다. 

중국 평도팬코 버티컬공장 완공

한편 베트남 버티컬공장 건설 사업추진과 시기를 같이 하여 2005년 착수한 

중국 평도 버티컬공장은 공사 착수 2년여 만인 6월 8일 공사를 완료하고 가

동을 시작하였다. 생산기지의 집적화, 첨단화를 통해 사업효율을 극대화하려

는 팬코의 오랜 여망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팬코의 버티컬공장이 설립된 평도는 원래 청도시에 속해 있었으나 이후 현

급시縣級市로 행정구역단위가 승격하였다. 이에 팬코는 평도시에 신규 설립한 

버티컬공장에 대해 기존 청도팬코 공장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팬코

청도유한공사 또는 팬코청도 공장이라는 정식 호칭 대신 평도팬코 공장으로 

구분, 호칭하였다.

당시 완공된 평도팬코 버티컬공장은 편직, 염색, 봉제를 아우르는 생산노하

우의 결정체라 할 수 있었다. 토지면적 9만 1,004.17㎡, 건축연면적 약 6만 

2,000㎡ 규모에 건설자금만도 총 2,000만 달러가 투자된 최첨단시설을 갖춘 

•  법인명: Panko Vina Corporation

•  위치: My Phuoc IP, Ben Cat Dist., Binh Duong Prov., Vietnam 

•  토지면적: 183,200㎡(55,418평)

•  신규건축면적: 112,565㎡(34,051평)

- 봉제공장: 66,606㎡(20,149평)

- 종업원 기숙사: 22,140㎡(6,697평)

- 종업원 식당: 9,000㎡(2,723평)

- 주재원 기숙사: 1,800㎡(545평)

- 종합사무실: 2,000㎡(605평)

- 프린트 및 창고: 11,016㎡(3,332평)

- 기타(편직동 2층, 폐수처리장, 변전실, 보일러실 등): 15,001㎡(4,583평)

•  경영범위: 편직, 염색, 봉제

•  투자규모: US$20,000,000

- 주책자본금: US$10,000,000(총 투자금의 50%)

- 주책자본금의 투자방식: 100% 현금투자

•  편직공장 생산규모: 약 9,000톤/년(편직기 150대 규모)

•  염색공장 생산규모: - 포염; 약 9,000톤/년 - 사염; 약 3,000톤/년(월 250톤)

•  봉제공장 생산규모: 약 39,600,000psc/년(봉제기계 약 2,640대 규모)

•  인원계획: 약 5,810명

- 편직공장 약 150명

- 염색공장 약 200명

- 봉제공장 약 5,460명

팬코비나 설립 개요

평도팬코 버티컬공장 개업식(2007.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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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생산기지였다. 가동 초기의 시설 및 생산능력현황을 살펴보면 편직공

장의 경우 편직기 300여 대를 설치, 연간 1만 3,000톤 이상 니트류 생산이 

가능하였으며, 염색공장 역시 약 1만 2,000톤의 니트류 염색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봉제공장은 봉제기계 1,500대를 설치, 연간 2,800만pcs의 니

트류를 봉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 

팬코는 공장 완공 및 가동을 기념하여 2007년 6월 8일 임직원 및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을 개최하고 최첨단 일괄생산기지 건립을 자축하는 한

편 향후 성공적 생산활동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업구조 재편과 내수 시장 개척

팬코는 2007년 베트남 일괄생산시스템 건설사업 추진과 평도팬코 버티컬공

장 완공 등 생산시설의 대규모 투자 및 확장을 실시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사업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등 후속조치를 단행하였다.

우선 회사의 생산역량이 크게 확대됨으로 인해 해외 시장개척과 함께 내수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베트남과 중국에 신규 염색공

장을 건립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 부산의 편직공장은 2월 28일부로 폐

쇄하는 등 사업구조를 재편하였다. 이와 아울러 본사 자본금도 12억 원을 증

자, 총 자본금 규모를 48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도모

하였다.

특히 1월 3일에는 전년도 폐쇄한 내수사업부를 재발족하여 국내 시장을 대상

으로 영업활동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국내 유명 의류기업인 패션그룹 형

지 등 의류유통전문기업에 제품을 납품, 2007년 한 해 동안 내수 사업실적 

1,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일본 최대 고객인 유니클로

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거래를 지속함과 아울러 WALMART, GAP, 

TRAGET 등의 기업과도 거래를 활성화시켰다. 이에 따라 2007년 총매출 1억  

386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업성과 실현에 부합하여 사회공헌활동 및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였다. 12월 27일에는 당시 태안반도 원유유출사

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5월 14일에는 한국·베트남의 

경제협력교류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근로자들의 근무의욕과 복지를 증진하

고자 음악회, 단합대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도 개선하는 등 구성원들의 행복한 일터 구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돌입

팬코는 2000년대 중후반 국내외 투자확대와 사업확장을 위해 자본, 인력 등

을 대거 투입함에 따라 향후 선행투자로 인한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또 한

편 미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없지 않았다. 

특히 2007년 글로벌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발생은 

세계 경제를 긴장상태로 몰아가면서 수출기업들로 하여금 심각한 위기의식

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팬코는 전 구성원들이 대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대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더욱 철저한 근무의식과 자세로 업무에 전력할 수 있도록 2008년에 이

르러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였다.

1월 2일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시무식에서 최영주 회장은 식사를 통해 

“날로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선제적 대비태세를 갖춤과 아울러 회사가 

국내외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임직

左   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최영주 회장의 대담

右   Nguyen Tan Durg 베트남 총리와의 대담
평도팬코 염색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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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비상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맡은 바 업

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당시 회사 정황과 분위기, 최고경영자

의 각별한 의지와 방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식사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2008년을 시작하면서 회사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

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겪고 있는 대내외 환경은 그 무엇 하

나 호락호락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8년 1월부터 신노

동법이 발효되는 등 제반 투자여건이 악화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

는 현실입니다. 특히 인건비는 전년 대비 최소 40%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팬

코의 중국법인들에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액도 만만치 않을 상황에 놓

여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작년도 사업을 포기한 기업이 170여 개이

며, 이 중 한국 투자업체가 100개에 달할 정도로 사업조건이 열악해져 있습

니다. 여기에 미국 서브프라임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급변하고 악화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팬코는 2008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보다 신속한 시스템으로 효율적

인 경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비상경영체제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

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품질경영의 지속적, 적극적 실천입

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과 수익 증대를 이루기 위해서

는 오직 우수하고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온 제로디펙트운동과 더불어 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품

질이 보다 완벽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품질의 안정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여기에는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업무의 품질도 포함됨은 물론입니

다. 근본적으로 업무의 품질이 높아져야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다변화를 통한 균형있는 성장, 내실중심의 경영입니다. 현재 일

본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구도를 개선하여 미주 시장은 물론 내수 시장

에 이르기까지 시장다변화전략 추진을 통해 균형있는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

다. 이에 향후 미주 시장과 내수 시장을 본격 개척, 보다 안정적인 오더를 확

보함으로써 회사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사업부별, 부

서별, 팀별로 철저한 수익분석을 통해 외형 성장과 더불어 실속있는 회사운

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실경영, 책임경영을 적극 추진, 매출증진과 

수익을 창출한 사업부서에는 그에 합당한 포상을, 그렇지 못한 부서에 대해

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팬코는 금년 내 

베트남 버티컬생산시설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결코 쉽게 결정한 투

자가 아니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

해볼 때 향후 선투자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적기라고 판단, 

베트남 버티컬공장 건립을 전격 결정,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직원 여

러분들은 회사가 신중한 검토, 분석 끝에 내린 결정을 이해하고 신규 프로젝

트의 성공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

다.(중략)”

팬코는 최 회장의 이 같은 경영방침 발표에 따라 1월 7일부터 비상근무체제

에 돌입, 본사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기는 등 모든 직원들이 사뭇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해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품질경영, 내실경영

의 실천을 위해 제로디펙트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매출 및 수익 창출 사

업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성과급 지급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전략을 수립, 본격 추진해나갔다.  

내수 사업의 활성화

팬코는 2008년 시장다변화전략을 통해 안정적 오더와 매출을 확보하고자 내

수 시장개척 노력을 중점 추진하였다.

전년도 재설치한 내수사업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내수사업은 2007년

1,000만 달러 매출 달성에 이어 2008년에는 1,800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거

둠으로써 사업활성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특히 내수사업 부문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된 데에는 패션그룹 형지와의 거래규모가 지속 

증가한 영향이 컸다.

패션그룹 형지는 1982년 설립되어 국내 여성캐주얼 시장을 선도해온 종합 

패션기업으로 2007년 팬코와 거래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거래량이 증가, 

2008년 1월 삼중지류 70만pcs 오더를 수주한데 이어 3월에는 플리스류 60

만pcs 오더를 수주, 납품하는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대규모 오더를 지속 

수주하면서 내수사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8년 시무식(2008.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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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팬코는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를 주축으로 한 브랜드사업도 꾸준히 추

진, 라이선스 계약업체 및 품목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내수사업활성화 전

략을 통해 회사의 신성장동력을 배양하였다.

베트남 버티컬공장 완공

전년도 말부터 본격 추진한 베트남 버티컬생산기지 설립사업도 차질없이 진

행되었다.

1월에는 현지 건축회사와 염·편직 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정지 공사 및 기초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지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규건축 예정인 봉제공장 

2개동과 염색공장 1개동, 종업원 식당동 등을 우선적으로 건축하기 위한 작

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4월 28일에는 외빈과 임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팬코비

나 버티컬공장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공식에는 베트남 빈증성장과 한

국대사관 영사, 베카맥스 회장 등 관계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 팬코의 버

티컬공장 설립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하는 축사를 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이후 베트남 버티컬공장 건립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8년 8월부터 12월

까지 편직, 봉제, 사염공장을 비롯하여 종업원 식당, 기숙사 등 부속시설의 

건축을 순차적으로 완공, 베트남에서의 생산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염

색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은 베트남 환경부의 A급 기준조건에 맞도록 최첨단 

공법과 설비를 활용, 친환경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베트남 버티컬공장 완공에 따라 신규 기계설비의 도입 및 국내 생산기지의 

기존 설비 이전, 설치작업도 추진되었다. 7, 8월에는 전년도 폐쇄한 부산 염

색공장의 염색기기와 팬코HCMC의 봉제기기를 팬코비나 공장으로 이전, 설

치하는 한편 같은 해 2월에는 서울 가양동 공장도 폐쇄, 생산설비를 중국 팬

코청도 공장과 베트남 팬코비나 공장으로 각각 이전, 설치하였다.  

이처럼 팬코는 2008년에 이르러 중국과 베트남에 대단위 버티컬생산시스템

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일본을 비롯한 세계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재무기반 강화 및 해외 투자규모 확대

팬코는 사업범위와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본사 및 해외 생산기지에 대

한 재무구조를 강화하고 투자비도 확대하였다.

2008년 4월 본사 자본금을 24억 원 증자, 총 자본금 규모를 72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평도팬코 법정자본금도 1,500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로 100만 달러 증액하였다. 또한 9월 1일에 이르러서는 베트남 

팬코비나 법정자본금 역시 581만 9,000달러에서 1,581만 9,000달러로 증액, 

재무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시장다변화, 사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판매법인도 설립하

는 등 새로운 성장로드맵을 모색하였다. 팬코는 2008년 3월 중국 청도에 현

지 판매법인 ‘팬코E&D’를 설립, 의류판매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평도팬코, 

청도팬코에서 생산되는 의류제품에 대해 ‘르팬LEPAN’이라는 독자브랜드를 부

착, 중국 현지시장을 공략하기 위함이었다.  

키코(KIKO)사태의 발생 여파

한편 당시의 모든 경영, 사업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대내외 경영환경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키코KIKO사태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들을 맞으면서 팬코 역시 적지 않은 손실과 타격을 받기도 하

였다.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던 것은 바로 키코사태로 인

한 것이었다. KIKO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환율

에 달러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2008년 원·달러 환율급등에 

따라 당시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던 많은 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환차손을 입게 되어 연쇄도산의 위기에 이르렀던 사건이었다. 

팬코 역시 수출기업으로 환 헤지Hedge를 위해 키코에 가입, 상당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키코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나 제도적으

로 이를 구제할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은 새로운 수익창출

을 통해 만회할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팬코는 일본 시장개척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내수 시장 확대와 함

중국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 만든 팬코의 독자브랜드 ‘르팬’

팬코비나 버티컬생산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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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20’ 발표

팬코는 2009년 하반기에 이르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하였다. 미래비전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내외 경영환경에 부합하도록 재

정립해야 하는 것이기에 팬코는 이전의 중단기 비전과는 달리 장기적 관점에

서 10년 후인 2020년을 조망하는 ‘비전 2020’을 새롭게 수립, 발표하게 된 것

이었다.

당시 발표된 ‘비전 2020’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전 주제는 ‘전 세계, 모든 세

대를 향한 글로벌 의류기업’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전 

계층 지구촌인들에게 아름답고 편안하고 따뜻한 입을거리를 제공하는 인류

적 기업’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비전 구현을 위한 목표는 ‘2020년 매출 10억 달러 달성, 가장 일하고 싶은 3대 

의류수출기업’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내수 

시장개척을 통해 2020년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국내 의류수출기업 중 

가장 일하고 싶은 3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비전 구현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로는 첫째, 일본, 미주, 유럽 등 시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매출과 균형있는 성장 실현 둘째, R&D기반 강화를 

통한 최상의 품질 실현 셋째, 과학적 생산기법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넷

째, 사람과 환경,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기업문화 창달을 설정하였다. 

팬코는 이 같은 내용의 ‘비전 2020’ 수립을 계기로 미래목표 구현을 위한 전

사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나갔다.

다양한 경영활동의 전개

팬코는 2009년 통상적 경영, 사업활동 외에도 기업의 지속성장과 미래도약

을 위해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2009년도에는 사업

규모의 확장에 따라 본사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늘려 총 25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미래 팬코를 견인할 인적자원을 집중 발굴, 충원하였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생산기지에 설치할 각종 기계 설비들도 대거 도입하였다. 

팬코비나에서 사용할 재봉기 600대를 비롯하여 고압염색기, 사염기, 와인

더, 개폭기, 검침기 등 각종 고가의 기계 설비들을 도입, 각 공장에 설치함으

께 중국 현지시장 공략을 시도하는 등 전사 차원에서 가일층 적극적이고 공

격적인 사업활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이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9,090만 달러의 매

출을 달성, 전년 대비 200억 원 이상의 신장세를 기록함으로써 대내외 경영

환경변화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쟁력강화전략의 수립과 실천

2009년은 팬코가 창업한 지 4반세기를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였다.  

팬코는 2009년 경영방침을 ‘절대수준의 품질관리경영, 사업부별 책임경영, 

글로벌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는 전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설투자를 

실시해온 베트남 생산기지와 2007년 이후 경영정상화를 이룬 중국의 버티컬

공장을 주축으로 매출 및 수익극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품질경영, 책임경

영, 내실경영을 추진, 선진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였다. 

2월 2일에는 본사 사업계획 발표회를 개최하고 2009년 한 해 동안 각 사업

부별 목표와 전략, 전년도 실적 및 신년도 예상손익계산서 등을 발표, 계획경

영, 전략경영을 추진하였다.

한편 국내외 사업부서가 증가함에 따라 본사와 해외 사업부 간 일일정보보고

시스템Daily Information Report을 신설하는 등 사업정보의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

를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평도팬코, 청도팬코, 청도C&P, 팬코비

나 등 4개의 해외 현지법인과 본사 각 사업부에서는 각종 경영정보를 근무시

간 중 수시로 입력, 최고경영자에게 직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3월에 이르러서는 베트남 생산기지 증설에 추가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팬코

비나의 법정자본금을 700만 달러 증액하여 총 3,480만 달러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팬코비나의 사무실, 주재원 기숙사, 직원 식당 등 부속건물

에 대한 3차 추가공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효율화 및 사업시스템 정비, 생산

인프라 구축작업을 추진하였다. 

팬코는 2009년 경영방침을 

‘절대수준의 품질관리경영, 

사업부별 책임경영, 

글로벌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베트남 생산기지와 

중국의 버티컬공장을 주축으로 

매출 및 수익극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품질경영, 책임경영, 내실경영을 추진, 

선진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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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생산효율을 높였다.  

11월에 이르러서는 본사 임원회의를 통해 당해 연도 사업실적을 점검, 평가

하고 익년도 사업계획과 전략을 협의하는 등 시스템경영, 전략경영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수출 진흥, 국가경제발전 공로에 대한 임직원들의 수상도 이어져 11월 30일 

무역의 날에는 강선혁 상무가 국무총리 표창을, 임완미 차장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사회공헌활동과 대외 교류협력 관계 구축 노력 또한 활발히 전개하였다. 독

거노인, 불우아동,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한

국과 베트남 간 상호 경제협력증진을 위해 한국·베트남친선협회에도 전년도 

5,000만 원에 이어 2009년에는 3,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특히 10월 19일 

최영주 회장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일정에 맞추어 한국·베트남

친선협회 회장단과 함께 쯔엉 떤 상Truong Tan Sang 베트남공산당 비서국 상임

비서와 쯔엉 빈 쫑Truong Vinh Trong 베트남공산당 부수상 겸 공안부장관을 예

방하고 양국 간 경제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팬코비나 공

장 현황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하였다.

12월 10일에는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창업 4반세기를 기념하

는 뜻 깊은 행사인 만큼 예년과 달리 중국, 베트남 등 해외법인 현지 근로자

들을 초청, 회사 생일을 맞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사업실적 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팬코는 2009년 한 해 동안 글

로벌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물론 미주 시장과 내수 시장개척

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경주, 매출 1억 3,124만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미래도

약 기반을 확고히 굳혔다. 특히 이 해의 순익 규모가 컸던 것은 1991년 인수

한 강서구 가양동 공장부지 및 건물이 마곡지구 개발로 서울시에 수용되면

서 상당한 규모의 보상금을 받게 된 때문이었다. 

1991년 당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산활동 효율화를 위한 최영주 회

장의 과감하고 선견적인 결단에 의해 가양동 공장을 인수했던 것이 망외의 

큰 이익을 안겨준 것이었다. 

팬코는 이처럼 나라안팎에서 성공적인 경영, 사업활동으로 발전과 도약의 

2000년대를 마무리하고 더 큰 성취, 더 밝은 미래지향의 새로운 2010년대를 

향해 다시금 힘찬 걸음을 옮겼다.

팬코 창립 25주년 기념행사(2009. 12. 10.) 팬코 창립 25주년 기념행사(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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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대를 맞는 새로운 각오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중흥기인 1980년대 중반, 의류수출기업으로 창업의 

정초를 다진 뒤 ‘수출보국’이라는 기치 하에 일본 시장을 비롯하여 미주, 유

럽, 중국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류제품을 수출하며 선진 글로벌기업

의 위상을 굳혀온 팬코. 

전 세계, 모든 계층 지구촌인들에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편안한 입을거리를 

제공하는 일류기업 나아가 ‘인류기업’을 지향해온 팬코가 1980년대의 개척기, 

1990년대 성장기, 2000년대의 발전 도약기를 지나 마침내 초일류기업, 영속

가능한 경영을 지향하는 새로운 2010년대를 맞이하였다.

팬코의 4반세기 역사는 오직 기업성장을 위한 뜨거운 집념과 열정, 불굴의 

의지와 노력, 부단한 창조와 혁신, 과감한 도전과 개척의 역사였다. 그리고

2010년대를 맞이하여 창업 30년 나아가 100년 영속경영의 대역사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게 되었다.    

경영방침,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팬코에 있어 2010년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였다. 창업 이래 연간 수

출액이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한 해였으며, 총 매출규모 역시 2,000억 원

에 육박하는 사업실적을 거둠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고히 구

축한 해이기도 하였다. 기업의 영업외형이 증대하는 것은 기업 자체의 수익제

고는 물론 사회적 가치창출효과 또한 그만큼 커지는 것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팬코는 2010년 1월 2일 새해 업무를 여는 시무식을 개최한 데 이어 이튿날 

사업계획발표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경영방침 및 전략, 사업계획 등을 수립, 

발표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기업의 궁극적 지향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영이념을 기존 

‘정도경영’에서 ‘창조경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4반세기 기업역사를 지나 

새로운 2010년대를 맞는 시점에서 과거의 경영방식, 고정관념에 연연하지 않

고 회사의 제반 업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

었다. 또한 신년 경영방침으로는 ‘전략적 사고, 효율적 관리. 창조적 개선’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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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무식(2010. 01. 04.)

C
orporation to the w

orld, M
anagem

ent for the future

2010
2014

초일류기업,
영속가능경영을
지향하다

제 4 장

30
 Y

EA
R

 H
IS

TO
R

Y 
OF

 P
AN

KO

163
162



설정함으로써 신경영이념의 맥을 이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본부에서는 새해 주요사업 및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수

출 1, 2, 3부를 비롯하여 내수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는 생산, 영업, 관리업

무 등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효율

성, 합리성,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제반 업무를 추진, 당초 계획과 목표를 차

질없이 달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생산기지의 지속 확장

경영효율과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팬코의 국내외 생산기지 확장사업은 

2010년에 이르러서도 계속되었다.

팬코는 2010년 3월 중국 산동성 제녕시에 새로운 봉제공장을 설립하기로 확

정하였다. 이는 1998년 청도팬코, 2005년 평도팬코 버티컬공장 설립에 이어 

세 번째의 중국 내 생산기지 건립사업이었다. 당시 중국정부는 종래 연안지

역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내륙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내륙지역 위주

로 각종 산업인프라를 확충,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팬

코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로 확정한 제녕시는 내륙과 연해沿海를 연결하

는 3개의 철로, 4개의 국도가 종횡으로 지나는 등 교통의 요충지로 적절한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저임금의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물류환경이 양호

한 장점도 있었다. 특히 제녕시는 기존 팬코 1, 2공장이 위치한 청도시와 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기지 간 인적, 물적 교류도 용이하였다.

이에 팬코는 50만 달러를 투자, 16개 생산라인과 현지 고용인력 1,300명 규

모의 새로운 봉제공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팬코는 2010년 3월 현지법인 제녕팬코를 설립하고 공장 건설공사에 착수, 같은 

해 하반기 완공함으로써 중국에 세 번째의 생산기지를 설립, 가동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하였다.

팬코는 같은 해 7월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산업단지 내에 3개 생산라인, 인

력 160명 규모의 봉제공장을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제반 준비에 착수하였다. 

익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배경, 목적은 그동안 꾸준히 기업의 사

회적 기여활동을 중시, 실천해온 팬코의 기업철학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최영주 회장은 북한에서 이탈한 새터민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방송보도를 우연히 

접한 후 어떻게든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 대안으로 

구상한 것이 새터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 

이들의 남한 생활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공장을 

통해서는 소규모 내수용 제품이나 긴급을 요하는 오더, 샘플 등을 생산하겠

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팬코는 새터민들의 채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해 통일부와 협의를 

실시하는 한편 전라북도 익산산업단지 내 기존 건물과 부지 2,086.09㎡를 

左   전북 익산공장 전경

右  전북 익산공장 봉제동(2010. 08. 31.)

左   중국 제녕팬코 전경(2010. 03.)

右   중국 제녕팬코 봉제라인

30
 Y

EA
R

 H
IS

TO
R

Y 
OF

 P
AN

KO

165
164통사편

세계를 향한 기업, 미래를 위한 경영
제4장  |  초일류기업, 영속가능경영을 지향하다

2010-2014



매입, 공장설립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익산공장 설립 작업은 약 3개월 간 건물수선 및 기계설비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10월 완공하였다. 

업무효율화,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선진 경영체제 구축 및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효율화, 구성원복지 증진, 

직원들의 직무능력개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팬코는 2010년 1월 합리적인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의 연차유급휴가제도와 더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노무관리체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직원복리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3억 원의 회사출연금으로 운영해오

던 주택자금대출제도를 2010년에 이르러 2억 원을 추가 출연, 총 5억 원으

로 확충함과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 대출규정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였다. 당시 개정된 주택자금 대출규정 내용을 보면 [표4-1]과 같다.

해외 현지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노력

팬코는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에 근무하는 현지근로자들의 근무환

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0년대에 이르러 팬코의 생산활동 중심축으로 그 역할과 비중이 점

차 높아졌던 베트남 팬코비나의 경우 현지근로자들 수가 무려 6,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통솔, 지휘하고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 생산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과

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현지근로자들의 경우 공장 가동 초기이다보니 대부분 

근속년수가 짧아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애사심, 주인의식 등이 낮은 편에 속

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고 현장 분위기도 다소 침체되었으며, 심

지어 노조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나 근무환경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관리자들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였다. 

팬코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는 현지 생산기지의 원활한 생산활동

과 조직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 노조간부를 비롯하여 현지근로자들

과의 상시 소통채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서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근로

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렴, 개선하고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기 

시작하였다. 

우선 근로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이 불만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간부 직원들은 근로자들을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누

고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이들의 요구와 불만은 의외

로 간단한 것이었다. 예컨대 급여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식단이나 숙소환경 개선과 같은 사소

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팬코는 당시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운영하

던 사내 식당을 직영체제로 전격 전환하고 근로자들의 식단부터 우선 개선하

기 시작하였다. 반찬메뉴도 영영과 맛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준비하고 식

사량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였다. 기숙사

환경 역시 숙소별 배정인원을 줄이고 침구 등을 교체하는 한편 입소 시 다

양한 이벤트를 개최, 입소율을 높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내 방

송과 함께 사내 신문을 발행, 현지근로자 간 그리고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사 경비업무체

이와 함께 전 직원 온·오프라인 독서교육과 외국어교육 등 직원들의 업무역

량 배양을 위한 교육연수업무도 지속적,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연초에는 회사가 새로 정립한 신경영이념인 ‘창조경영’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

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 실천을 강조하고자 <르네상스 창조경영>,  

<창조적 루틴> 등의 도서를 구입, 임직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본사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외부에서 개최하는 독서 세미나에 참가하도록 지원하였다. 또

한 연말에는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통해 교육성과 증진을 도

모하고자 기존의 온라인 교육업체를 신규 선정하는 등 직원 지식역량 배양을 

위해 힘을 쏟았다.

上  직영체제로 전환한 팬코비나 현지근로자 식당

下   2012년부터 발행된 팬코비나 사내 신문  

<PANKO VINA FULL HOUSE>대상 기준(근속기간) 금액 대상 기준(근속기간) 금액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1,000 만 2년 이상 ~ 5년 미만 1,500

만 5년 이상 ~ 7년 미만 3,000 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4,000

만 10년 이상 5,000

[표4-1] 주택자금대출 대상 및 한도

단위: 만 원     2010. 09. 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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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개선하여 경비원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횡을 바로잡는 한편 급여지급

방식 또한 현금지급에서 계좌이체지급 방식으로 전환,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

어주었다. 회사에서 이처럼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팬코비나 

현지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애사심, 근무자세 등은 눈에 띄게 나아졌으며, 

이에 따라 생산효율 역시 자연 제고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당시 현지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팬코의 노력

은 팬코비나 뿐만 아니라 중국의 평도, 청도공장에서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중국 생산기지에서 역시 현지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 휴게시

설 설치와 근로환경 개선, 음악회와 체육대회 등의 수시 개최, 현지 관리자 

양성과 처우 개선을 통해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을 증대해나갔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팬코의 중국과 베트남 공장

은 현지인들에게 가장 일하고 싶은 외국기업으로 알려져 해마다 입사경쟁률

이 높아지게 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사업성과의 증진

팬코는 2010년 중국과 베트남에 건설한 대단위 버티컬생산시스템을 기반으

로 사업활동 또한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주력 시장인 일본은 물론 미주, 유

럽, 중국 그리고 국내에 이르기까지 시장다변화 전략을 통해 꾸준히 매출을 

증대시켜나갔다. 특히 일본 시장의 경우 신속, 정확한 납기, 우수한 품질관

리로 신뢰를 구축함에 따라 유니클로로부터의 오더가 지속 증가하였으며, 미

주와 유럽 시장 역시 신규 거래선 개척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2008

년 설립한 중국 판매법인 팬코E&D를 통해 독자브랜드 ‘르팬’ 제품의 중국 시

장 판매도 점차 확대하였다. 내수 사업 역시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브랜드 사

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패션그룹 형지와의 거래 활성화 및 신규 거래선 개

발을 통해 사업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갔다. 

팬코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10년 한 해 동안 매출 1억 4,352만 달러를 달

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11월 30일 47회 무역의 날에는 ‘일억불 수출의 

탑’ 수상과 함께 최영주 회장이 수출진흥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

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도 안게 되었다.

팬코는 이밖에도 2010년 6월 소액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추계음악회 개최,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돕기, 수원여자대학교와 

산학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기업의 대내외 활동을 확대, 강화하고 지속가능경

영기반을 다져나갔다.  

팬코비나 근로자 페스티발(2009. 07. 25.) 동탑산업훈장 수훈(최영주 회장, 2010. 11. 30.)

일억불 수출의 탑 수상(2010. 11. 30.)베트남에서의 경영전략회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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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영 계획과 방침

2011년에 이르러 팬코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최상의 가치를 창출, 최고의 기

업으로 도약한다.’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초일류기업, 영속가능경영 구현을 

위한 힘찬 전진을 계속하였다.

연초에는 시무식 겸 직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 구성원들이 회사의 지속발

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조직체제도 새롭게 개편, 대표이

사에 이건후 사장을 선임함으로써 신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 

팬코 새 사령탑을 맡게 된 이건후 사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지난 26년간 회

장님을 비롯하여 전 임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발전시킨 팬코의 신임 사령

탑으로 선임되어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히

고 “앞으로 팬코의 기업정신과 회장님의 경영철학 그리고 임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을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과 의지

를 밝혔다.

또한 팬코는 2011년 경영방침으로 ‘신뢰도 제고, 정밀도 향상, 피드백 강화’를 

설정하였다. 이는 정확하고 완벽한 품질실현, 납기준수를 통해 고객과의 신

뢰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정밀한 업무프로세스와 원활한 의사소통체제를 정

착,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이러한 경영방침은 부서장 협의를 거쳐 최

영주 회장에게 보고, 확정된 내용으로 전 임직원이 회사경영에 능동적, 적극

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기도 하였다.

업무효율화 추진

팬코는 1월 27일 중국과 베트남의 생산기지 확장 및 경영선진화 추진내용 등

을 담은 브로슈어와 동영상을 제작, 기업 위상과 현황을 대외에 적극 홍보

함으로써 회사 이미지와 신인도를 높였다. 3월에 이르러서는 제안, 개발활동 

강화를 위해 본사에 샘플개발실을 설치, 가동하였다. 또한 같은 달 22일에는 

본사와 팬코비나 간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 업무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원활

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팬코비나, 평도팬코 염·편직공장의 ERP시스템도 추

가 개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본사 임직원 간 소통활성화, 단합의지 강화, 자기계발기회 확대를 

위한 행사도 수시로 개최하였다. 

사내 워크숍데이 운영, 안보공원 및 천안함 견학, 팬코가족 단합의 밤 행사 

및 추계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8월 30일부터는 전 직원

을 대상으로 사내 중국어 강의를 실시, 직원들의 글로벌역량을 배양하였다. 

또한 사업활동 역시 활발히 전개하여 일본 시장 수출실적은 물론 내수 사업

실적도 전년에 비해 증대하였다. 특히 패션그룹 형지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납

기, 매출, 품질 부문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협력업체 1위로 평가받음으로써 

회사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신세계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내 유명 유통

기업들과도 신규거래를 개척하는 등 내수 사업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팬코는 2011년 매출 1억 6,083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전 직원 안보공원 및 천안함 견학(2011. 04. 02.)

左   팬코가족 송년회(2010. 12. 30.)

右   이건후 사장 취임(2011.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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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CS위원회 설치 및 활동규정 제정

팬코는 창업 초기인 1980년대부터 연구개발, 품질제고, 원가절감, 납기준수

를 위한 DQCS활동을 기업의 핵심역량과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

다. 2011년에 이르러서는 본사 및 해외 각 법인의 임원, 관련 부서장으로 구

성된 ‘DQCS위원회’를 설치함과 아울러 세부 활동 범위와 내역, 추진방법을 

정한 ‘DQCS위원회 활동규정’을 제정하고 DQCS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전사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아울러 DQCS위원회에서는 생산활동에 있어 불량품 발생 등의 사고원

인을 철저히 분석,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2011년부터 사고 사례를 모은 <사고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도전과 열정으로 세계 일류

를 추구한다’는 선언문 발표와 함께 ‘D: 최신 소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Q: 최

고의 품질과 C: 최상의 원가경쟁력과 S: 최단의 생산, 납기를 성취한다’는 실

천방침을 수립하였다. 

팬코가 2011년 3월 제정, 시행한 ‘DQCS위원회 활동규정’의 내용은  [표4-2]

와 같다. 

사회공헌활동과 대외 평가

팬코는 특히 2011년 그 어느 해보다도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는 ‘경천애인’의 경영철학과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팬코가 회사 경

영상황이 본격 성장궤도에 오른 2000년대 이후부터 매년 지속적, 적극적으

로 실시해온 활동이었다. 

먼저 2월 26일 새해맞이 저소득 농아인 사랑나눔 행사를 후원한 것을 시작

으로 5월 장애인 재활, 자립을 위한 의·수족 무료지원사업 후원, 10월 농어

촌 벽지 및 낙도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기증, 11월 한국농아인협회 후원금 지

원 및 전국장애인합창대회 협찬 등을 통해 나눔과 도움의 기업정신을 실천

하였다. 또한 국가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부활동에도 동참, 3월에는 일본 동

북부 지진발생에 따른 지진의연금 2,000만 엔을 기탁하는 한편 일본 신문에 

지진 위로광고를 게재하였다. 4월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성금을 기탁하

는 한편 한국·베트남친선협회에도 5,000만 원을 기부, 양국 간 경제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수범적 경영, 사업활동에 대한 관계기관의 시상도 뒤따랐다.

3월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으

며, 11월 제25회 섬유의 날에는 섬유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변재웅 전무, 

민용식 부장이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업의 신인도를 대내외

에 제고하였다.  

DQCS 실천방침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팬코(본사 및 해외사업부)의 DQCS 운동을 원활히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실시하는 DQCS 각 위원회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DQCS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며, 본 규정은 본사 및 해외사업부에 적용된다.

제3조  [조직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간사 각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위원회별 2명 이상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겸직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본사는 대표이사 및 해외는 법인장으로 한다. 

-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별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 간사 및 위원은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 본사 위원장(대표이사)의 보좌기관으로 기획조정실을 둔다.

제4조  [위원회의 활동범위] 

본사 각 위원회는 DQCS 운동의 효과적인 활동과 소기의 성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외사업부 DQCS 각 위원회에 권유, 지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점검한다. 점검은 각 위원회별로 자체 점검 혹은 필요시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보고 및 지원]

 -  해외법인 및 지점의 각 위원회는 월 2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위원회별 협의 및 결정사항을 본사 소속별 부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본사 소속별 

부위원장은 취합된 내용을 본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사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 협의 및 결정사항을 기획조정실을 경유하여 본사 위원장에게 정기회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4-2] DQCS위원회 활동규정

제25회 섬유의 날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변재웅 전무, 20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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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옥 ‘팬코타워’ 입주

2012년은 팬코가 창업 28년 만에 자체 사옥을 마련함과 아울러 베트남 제

2공장 건설에 착수하는 등 사업거점 및 생산기지 확장을 본격 추진하며 영

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한 해였다. 특히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신사옥을 마

련, 입주한 것은 일반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만큼이나 의미있고 

기쁜 일이었다. 

팬코는 2012년에 이르러서도 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연초에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팬코인 단합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새해, 

새 출발의지와 각오를 다졌으며, 4월 5일에는 상명여자대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 향후 패션디자인 부문 연구개발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효율화를 

이루고자 조직구조도 새롭게 개편하였다. 그 일환으로 6월부터는 직원 여가

시간을 확대,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요 휴무제를 실시

함과 아울러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조직구조를 개편, 영업3본부를 신설하였

다. 당시 신설된 영업3본부는 내수 3개팀, 미주 1개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내수 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인력을 확충, 향후 시장개척 및 사업기반 

구축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주 시장개척 노력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10월 27일에는 강서구에 마련한 신사옥 ‘팬코타워’로 본사를 이전함

02

영속가능경영
기반의 구축

1 2

左  2012년 시무식(2012. 01. 02.)

右    2012년 춘계 워크숍 ‘드림하이’ 분임토의(2012. 03. 31.)

으로써 마침내 100년 기업, 영속가능경영을 위한 안정된 사업터전을 확보하

였다. 강서구 강서로 396에 위치한 팬코타워는 지상 10층, 지하 6층의 건물

로 같은 해 5월 23일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입주를 완료하였다.

베트남 제2공장 건설 추진과 대구사무소 신설

수출오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해외 신규

공장 건설사업도 또 다시 추진하였다. 

2000년대 후반 베트남 버티컬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그동안 중국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던 팬코의 생산활동 비중은 2010년대 이후 점차 베트남으로 

그 축이 이동되었다. 당시 중국은 계속된 임금상승과 고용조건 등의 악화로 

사업 초기의 메리트가 줄어들면서 글로벌시장 진출 전진기지로서 임계점에 

도달해가고 있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WTO가입으로 일본 시장 수출 시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면서 팬코는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들을 베트남 공장

에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신사옥 입주 및 창립 28주년 기념식(2012.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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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팬코는 2012년 10월 베트남에 제2공장 설립을 본격 추진하였

다. 제2공장의 입지는 본 공장인 팬코비나와 인접한 지역으로 토지면적 1만 

7,000m², 건축연면적 1만 1,709m², 봉제 28개 라인 규모였다. 팬코는 제2공

장 설립을 위해 팬코비나의 자본금을 600만 달러 증자, 이듬해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신규 시장개척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대

구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는 섬유산업도시인 대구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

여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디자인을 개발, 신규 거래선 및 기존 납품업체에 

적극 제안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연말에 이르러서는 2010년 설립한 익산 봉제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건

물을 임대하였다. 익산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당초 새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이들의 자활을 돕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새터민들이 취업활동을 할 경

우 정부 정착금 지원혜택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생산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때문이었다.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

2012년 팬코는 신사옥 마련과 베트남 제2공장 건설, 사세의 비약적 성장 등

을 기념, 자축하는 여러 행사와 사업들을 실시하였다. 

9월 28일에는 중국 현지 우수근로자 14명을 한국에 초청, 본사 견학 및 관

광을 주선하였으며, 11월에는 신사옥 입주 및 베트남 2공장 설립에 따른 홍

보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국제섬유신문을 비롯한 관련 매체에 회사 이미

지 제고를 위한 5단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연말에는 신사옥 입주기념 및 

창립 2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도 예년과 같이 지속 추진하였다. 한국섬유

연합회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수원시 평강 행복한 홈스쿨 후원, 제3세계 

아동 미술교육 프로그램 후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특히 최영주 회장은 모교인 부산 동

아대학교에 3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함으로써 후학양성을 위해서도 큰 힘

을 보탰다. 

한편 사업실적 면에서도 알찬 결실을 거둬 2012년 한 해 동안 매출 1억 

7,65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조직활성화 및 내실 성장 추구

2013년 팬코는 경영목표를 ‘지경확대地境擴大’로, 경영방침은 ‘확신, 소통, 변

화’로 설정하였다. 이는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개척을 추진함과 아울러 회사가 

반드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 직원들의 확신 하에 소통과 변화를 적극 

추진하자는 취지였다.

팬코는 이 같은 경영목표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에도 활발한 사업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직원들의 지식 및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전사 차원에서 일본어 어학교육을 비롯하여 사내 독

서운동, 외부교육 참가 등을 적극 지원, 독려하였다. 

또한 사내 각 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교류를 위해 본사 23개 팀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 총 3,220만 원의 회의비를 지원, 소통경영과 참여

경영을 실천하였다. 이와 함께 하계휴가 방식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동

안 개인별로 휴가일을 지정, 실시하던 방식에서 단체휴가를 실시하는 방식으

로 전환, 휴가시즌 동안의 업무집중도를 향상함과 아울러 업무 편중으로 휴

팬코비나 2공장 기공식(2012. 12. 28.)

  2013년 춘계 야유회 ‘손에 손잡고’(2013. 05. 01.)

동아대학교 국제관 팬코 글로벌존 개관식(2012.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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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미사용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이밖에도 춘계 야유회 개최, 팀별 워크숍 실시, 한마음단합대회와 같은 연례

행사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구성원 간 화합과 결속의지를 다지는 등 조직활

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배양에 적극 힘을 쏟았다.

팬코비나 설립 10주년 및 제2공장 개업 기념행사 개최

2013년은 베트남 팬코비나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리고 5월에 이르러

서는 전년도 공사에 착수한 팬코비나 제2공장을 완공,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체제를 구축한 해이기도 하였다. 이에 팬코는 5월 18일 팬코비나 설립 10주

년 기념식 겸 제2공장 개업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빈증성 인민위원회 대표단, 공단관리대표단, 빈증성투자개발공

사 관계자 등 외빈과 임직원 6,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고 흥겨운 축제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팬코비나 10년 역사를 조명한 동영상 상영에 이어 축하공연, 장기근속직원 

공로상 수여, 최영주 회장의 개회사 그리고 각 공장 및 부서 직원들로 구성

된 팀별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공연과 축하이벤트가 4시간에 걸쳐 펼

쳐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그동안 생산활동에 전념해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

고자 하는 의미가 컸던 만큼 행사 참가 직원들에게 주어진 선물과 상품, 상금

의 총액만도 2억 원에 달하여 전 직원들은 기쁘고 신명나는 하루를 보냈다.

한편 9월 10일에는 그동안 베트남 투자사업과 한국·베트남친선협회 회장직

을 맡아 베트남 경제발전 및 한국·베트남 양국 간 경제교류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온 최영주 회장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친선우호훈장을 

수훈함으로써 글로벌 팬코의 성가를 국내외에 더욱 드높였다.

DQCS운동의 지속적 추진

팬코는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연구개발, 품질제고, 원가절감, 납기엄수를 

위한 DQCSDevelop,  Quality, Cost, Speed활동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팬코는 2013년 12월 10일, 한 해 동안의 DQCS활동내역 결산과 익년도 추진

방향 협의를 위해 DQCS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제반 사항을 협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본사 DQCS위원장인 이건후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전성국 부사

장, 변재웅 전무, 박병희 이사, 홍상표 이사, 이광일 부장 등 회사 주요 임직

원들이 대거 참석, 장시간에 걸쳐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DQCS활동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DQCS활동은 전사 차원에서 4개 부문별로 위원회를 구성, 추진하였으며, 

각 위원회에서는 익년도 운영방안을 [표4-3]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밖에 기타 토의사항으로 샘플의 적정단가 산정문제, 원사의 재고 소진 및 

관련 부서 협조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실시되었다. 

‘New Global ERP시스템’ 구축 추진

경영관리시스템의 보완 및 정비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팬코는 1999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한 이래 그동안 기업 내부 

실정에 맞추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거의 매년 시스템 재구축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해왔다. 

2002년 본사 근태카드리더기와 청도팬코 인사·급여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2003년에는 베트남 팬코비나 인사·급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05년에는 본

사 영업·생산ERP를 재구축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평도팬코 인사·급여시

●  Develop위원회: 부서별 원단룸 통합 관리방안  

마련, 사내 프레젠테이션 활성화, 전사적 참여 

유도 및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 

제도 활성화  

●  Quality위원회: 품질관리 매뉴얼 보완, 사고 

사례집 작성, 불량률 관리방안 모색, Q위원회 

모임 활성화

●  Cost위원회: C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및 결과 

도출 노력 제고, 관리카드 마감제도의 적극적 

시행, 거래선과의 정보교류 및 협업 증진

●  Speed위원회: S위원회의 실질적 과제도출  

필요성 대두, 납기지연에 대한 조사·분석과 관련 

하여 바이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표4-3] 2014 DQCS 4개 부문별 위원회 운영방안

팬코비나 설립 10주년 기념식(2012. 05. 18.)

베트남 정부로부터 친선으로 훈장 수훈 

(2013.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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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및 염·편직ERP를 구축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팬코청도, 팬코

비나 바코드시스템을 그리고 2011년에는 팬코비나 사염시스템을 추가 구축하

는 등 전사적 자원관리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13년부터는 해외 생산기지 간 효율적 정보공유 및 자원관리에 중점

을 둔 ‘New Global ERP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 2014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에 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 각 생산기

지의 원부자재 입출고현황, 공장별 생산현황, 출고현황, 기타 정보 등을 실시

간 전사적으로 입력,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영, 생산관리 효율화는 물

론 인력 및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과제 수행

팬코는 의류제조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출연 

기술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성공리에 수행하는 실적도 거두었다.

팬코는 2013년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부터 ‘특수 기능성 면방적 및 차별화

된 변형 싱글 편조직을 활용한 건강 쾌적 천연 냉감소재개발’ 과제를 위탁받

아 R&D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업무를 추진하였다. 

특히 이 사업과제는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으로 우리나라 의류산업 

발전과 국내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사업비 일부를 출연

하는 국책사업과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팬코는 이 사업과제를 성공리에 수행, 특수 기능성을 지닌 면방적 및 차별화

된 변형 싱글 편조직을 활용, 쾌적한 천연 냉감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신소재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향후 신제품군 생산으로 시장을 확대하

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팬코가 연구개발한 천연 냉감소재의 경우 골프

웨어를 비롯하여 헬스, 런닝 등 스포츠용 티셔츠와 여성용 여름 이너웨어 등

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수요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팬코는 민간기업으로서 이처럼 정부출연 기술개발과제를 위탁 받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대내외에 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장다변화 및 사업 활성화

2010년대 이후 팬코의 일본 시장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유

니클로로부터의 오더는 2010년 6,773만 달러, 2011년 7,265만 달러, 2012년 

8,936만 달러에 이어 2013년에는 마침내 1억 달러를 돌파하게 됨으로써 회

사의 도약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니클로 외

에도 시마무라, 무지루시 등 일본 유수의 기업들과 오랜 신뢰관계를 바탕으

로 거래를 지속함으로써 안정적 매출증가를 도모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장다변화전략으로 적극 추진해온 내수 사업도 큰 성

과를 거두었다. 팬코는 2007년 패션그룹 형지와의 거래를 기점으로 내수 사

업활성화 기반을 다진 후 2010년대에 이르러 신세계인터내셔널, 영원아웃

도어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신규거래를 꾸준히 개척하였다. 그 결

과 2010년 1,569만 달러, 2011년 1,782만 달러, 2012년 1,754만 달러 그리고 

2013년에는 1,416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거둠으로써 내수 사업은 수출 사업

과 더불어 회사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미주, 유럽 

시장 개척노력도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지속 추진, 성과를 증진함과 아울러 

2008년도 설립한 중국 판매법인 팬코E&D를 통해서는 독자 브랜드 ‘르팬’ 제

품의 중국 시장 공략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그동안 전담사업부와 별도법인 설립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해온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브랜드사업 역시 라이선스계약 업체

와 품목을 점차 확대, 2013년 한 해 동안 3억 2,800만 원의 상표권 수입실적

을 거두었다.  

해외 생산기지의 확충작업도 이어졌다.

2010년대 이르러 베트남 버티컬공장의 본격 가동과 함께 팬코비나 제2공장

이 완공되면서 수출 오더와 봉제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제품생산에 필

요한 원단의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팬코는 2014년 6월 완공 

목표로 베트남에 편직공장의 추가 설립계획을 확정, 준비작업에 착수함으로

써 생산기지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추구하였다.

팬코는 의류제조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출연 기술개발과제를 위탁받아 

성공리에 수행, 

특수 기능성을 지닌 면방적 및 

차별화된 변형 싱글 편조직을 활용, 

쾌적한 천연 냉감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신소재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향후 신제품군 생산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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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억 달러 달성의 의미

목표를 향한 노력의 여정은 수고로웠으나 성취의 기쁨은 큰 것이었다.

팬코는 2013년 전 임직원들이 회사발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매출 2억 3,0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매출의 90% 이상이 수

출을 통한 것임을 감안할 때 팬코의 이 같은 매출실적은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과도 맞먹는 것이었다. ‘수출보국’이란 

팬코의 기치가 현실로 구현된 것이다.

팬코는 연말에 이르러 매출 2억 달러 초과 달성을 자축하고, 회사 창립 29주

년을 기념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사 임직원과 가까운 지인 등 150여 명이 참석, 다른 해 보다는 비교적 단

출하게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 팬코의 지난 역정을 담은 영상이 배경음악과 

함께 무대화면에 흐르자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한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리

고 힘들었던 순간, 보람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회사와 자신들의 더 밝고 

힘찬 미래개척을 위한 꿈과 의지를 되새김하였다. 특히 여흥시간, 직원들 노

래자랑에 이어 최영주 회장이 자신의 애창곡 ‘My Way’를 부를 때는 그 삶의 

역정과 철학이 담긴 듯한 가사내용을 음미하며 모두들 마음속으로 숙연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 시장개척에 공이 큰 영업2본부 박병

희 이사에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선물로 주어졌다. 

경영목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지나간 시간이라 하여 모두 ‘역사’라 이르지는 않는다. 역사란 특별히 보존, 전

승할만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과거 활동내력에 대한 존엄한 명명이다. 

지난 활동내력이 후세에서 본받을만한 교훈적, 발전적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개인이나 조직의 과거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팬코의 30년 경영활동 내력은 충분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

를 지니고 있었다. 팬코가 그동안 이루어온 찬연한 경영업적들이 지난 30년

간 전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불굴의 의지에 의해 튼실하게 다져

지고 쌓아올려진 소중한 성과임을 상기할 때 그러하였다.

팬코는 2014년 1월 2일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도에는 사업범위와 시장의 경

계를 더욱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범세계, 범인류를 위한 기업과 제품을 구현, 

생산하겠다’는 담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 1월 6일에는 신년도 사업계획 발

표회를 열고 회사 전체 매출목표를 3억 달러로 설정하는 한편 각 사업본부

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먼저 일본 시장을 담당하는 영업1본부는 신년도 매출목표를 전년 대비 119% 

늘어난 7,000만 달러로 설정하고 신소재 개발, 신규 거래선 개척, 철저한 오

더 관리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유니클로 영업을 전담하는 영업2본부 역시 신년도 매출목표를 전년 대비 

12% 증가한 1억 9,000만 달러로 설정하고 시즌별 프레젠테이션역량 강화, 특

팬코 창립 29주년 기념행사(2013. 12. 06.)

2014년 시무식(2014.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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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소재개발을 통한 오더 및 매출의 지속적 증대 등 새로운 영업전략을 제

시하였다. 

내수 시장을 담당하는 영업3본부는 신년도 매출목표를 전년 대비 66% 증가

한 4,000만 달러로 설정하고 팀별, 개인별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부서 차

원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팬코의 생산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생산본부도 오더 수주에 따른 해외 생산

라인 분배 최적화, 해외 생산기지의 확장, 원가관리 강화, 비용절감 등을 통

해 생산관리효율화를 달성하겠다는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회사의 재무, 경영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본부는 장단기 차입금 구

조조정 및 유동비율 개선, 내실 있는 자금 운용, 손익분석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경영기획부

는 직급별 경력개발프로그램 구축 및 시행, DQCS활동의 효과적 전개 등 핵

심역량강화 업무와 함께 예산제 도입, 해외법인 경영실적 분석·평가, Global 

ERP시스템 업그레이드작업,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을 밝혔다. 해외사업부 역시 중국, 베트남 현지법인들의 각 공장별 사업계획

을 수립하고 전년 대비 평균 31% 증가한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등 사업본부

별로 새해, 새로운 업무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팬코비나 제3공장 완공 

한편 전년도 말부터 설립을 추진한 팬코비나 제3공장은 2014년 6월 공사

를 완료하고 가동을 개시하였다. 편직공장인 팬코비나 제3공장은 미국 기

업이 운영하던 공장건물을 인수, 개수공사만 실시하였기에 비교적 빠른 기

간 내 가동에 이를 수 있었다. 팬코비나 제3공장 시설규모는 토지면적 4만 

5,400m², 건축연면적 2만 7,982m²에 편직기 300여 대를 설치, 가동 중이다. 

특히 팬코비나 편직공장은 공장 내부의 KNITTING 조건을 최상화하기 위

하여 기계 MODEL별 LAY-OUT과 함께 각종 컴프레서, 면먼지 방지용 장

치, 환풍시설, 온습도 조절 등 유틸리티를 현대화하여 품질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시설 면에서도 싱글 저어지

SINGLE JERSEY, 양면 INTERLOCK, 리브RIB, 쯔리ZURRY, 싱글 스트라이프SINGLE 

STRIPE, 양면 스트라이프DOUBLE STRIPE, 싱글 자카드SINGLE JACQUARD, 양

면 자카드DOUBLE JACQUARD, 트란스퍼 아이랫트 자카드TRANSFER EYELET 

JACQUARD, 성형환편기SEAMLESS FULL FASHATON와 경편기인 싱글라셀SINGLE 

RACHEL, 더블라셀DOUBLE RACHEL 등을 포함, 단일 편직공장으로서는 세계 최

고 수준인 300여 대의 각종 편직기를 보유, 바이어들의 다양한 니트 원단 요

구에 항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이와 아울러 편직기의 편성요소인 NEEDLE, CYLINDER 등 기계 정비 및 

관리프로세스도 체계화하여 원단품질 안정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해 현재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얀마 생산기지 건립 추진

팬코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베트남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대단위 일

괄생산기지를 건설, 가동하게 됨에 따라 명실공히 생산규모와 시설, 품질, 

기술면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기업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규모의 경제

팬코비나 제3공장 개업식(2014.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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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대외 신인도 및 가격경쟁력 제고와 함께 납기, 품질에 대한 보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세계 유수 바이어들로부터 대형 오더가 증가하였다. 이에 

팬코는 베트남 2, 3공장 건설에 이어 2014년 1월 미얀마 양곤시 지역에 니트

와 우븐 각 12개 라인을 갖춘 새로운 봉제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제반 준비

에 착수하였다. 

미얀마는 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인구는 약 5,000만 명, 국토면적

은 67만 6,578km²에 달하며,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 저임금으로 양질의 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유럽 연합

의 일반 특혜 관세제도GSP: 개도국에 관세 감면을 인정하는 제도 적용에 따라 한국의 봉

제기업들이 다수 진출하였다. 

팬코 역시 미얀마의 이 같은 투자환경을 활용, 미주 및 유럽 시장개척의 전진

기지로 삼고자 미얀마에 신규 생산기지 설립을 전격 결정하게 된 것이었다. 

미얀마 봉제공장은 2014년 말 가동을 목표로 총 200만 달러를 투자, 7월부

터 설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장건설 규모는 토지 1만 8,500m², 건물 

약 1만 1,000m²에 총 24개 봉제라인을 설치, 완공 후 1,300여 명의 생산인

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UN글로벌콤팩트 가입

팬코는 글로벌기업으로서 국제사회가 지향,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와 이념

구현에 적극 동참함과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의무를 다하고자 

2014년 2월 UN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다. 

UN글로벌콤팩트란 1999년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이 세계경제포럼에서 

UN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균형발전활동에 기업들의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사

회윤리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 2000년에 발족된 유엔 산하 전문

기구이다. 

국내기업이 UN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구의 지향정신

과 추진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 실천의지를 가지고 한국협회에 가입 신

청을 하여야 하며, 1차적으로 협회의 요건심사 및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이사회 승인을 얻은 이후에는 기업 대표자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글로벌

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발송, UN글로벌콤팩트본부로부

터 승낙의 답신을 받아야 비로소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회원기업이 준수, 실천해야 할 10대 원칙은 인권Human Rights, 노동규칙Labour 

Standards, 환경Environment, 반부패Anti-Corruption에 관한 10가지 원칙이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면 이 10대 원칙을 적극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매년 글로벌콤팩트 사무국에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또는 참

여보고서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를 제출, 글로벌콤팩트 지향정신에 대

한 인식과 실천의지를 향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원이 이행보고서를 매

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콤팩트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의무

UN글로벌콤팩트 가입(2014. 02. 17.)

팬코미얀마 봉제공장 건설 현장

● 인권 Human Rights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

하고 존중해야 한다.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노동규칙 Labor Standards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 

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환경 Environment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반부패 Anti-Corruption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UN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30
 Y

EA
R

 H
IS

TO
R

Y 
OF

 P
AN

KO

187
186통사편

세계를 향한 기업, 미래를 위한 경영
제4장  |  초일류기업, 영속가능경영을 지향하다

2010-2014



이행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UN글로벌콤팩트는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창설회의 이후 꾸

준히 활동영역을 넓혀왔으며, 2014년 현재 130여 개국 1만 개 이상의 기업·

공공기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기업, 공

공기관, 각종 사회단체 등 26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팬코는 UN글로벌콤팩트 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사회공

헌활동과 더불어 나아가 전 세계, 전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솔선하여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구축함은 물론 ‘경천애인’의 

기업정신을 실천해가고 있다. 

직원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

팬코는 2014년 미얀마 봉제공장 설립 추진과 베트남 편직공장 증설 등 생산

기지 확장사업에 주력함과 아울러 직원복지증진, 대외 교류 및 지역사회공헌

활동 또한 활발히 전개하였다.

3월 1일부터는 평도팬코, 청도팬코, 제녕팬코, 팬코비나에 근무하는 현지근

로자들 급여를 법정 최저 급여보다 평균 10% 가까이 인상하였다. 또한 서울 

본사 직원들 중 원거리 거주자들에게 주거편의를 제공하고자 2012년 등촌동 

주공아파트 6채를 마련한 데 이어 2014년에는 본사 인근에 오피스텔 2채를 

추가 임차,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의미 있는 사업도 수행하였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회와 관련하여 한국축구협회 사업대행사로부터 ‘붉은 악마’ 티셔츠 150만 

장을 수주, 납품함으로써 범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진 국제체육행사에도 동

참하였다. 또한 1월 13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도 회원사로 가입, 중견기업

에서 대기업으로 위상을 제고하였다.

사랑과 봉사정신에 기초한 사회공헌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강서

구청, 기아대책, 섬유산업연합회장학재단을 비롯하여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에 전년도 약 1억 4,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한 데 이어 2014년에도 총 1억 

원의 기부금기탁계획를 수립, 사회 각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과 나눔

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팬코는 이 같은 지속적,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6월 13일 2014 대

한민국세종대왕나눔봉사대상에서 ‘아름다운 대한국인상’ 특별대상을 수상하

기도 하였다.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국제연합봉사단에서 

주관하고 한국방송공사가 후원하는 상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

고 나눔과 기부 봉사에 공이 큰 단체나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이었다. 

이와 아울러 7월 23일에는 최영주 회장이 ‘TV조선 2014 글로벌 경영대상’을 

수상, 탁월한 경영역량을 대외로부터 입증 받는 한편 9월 3일 개최된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 전시행사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산업통

상자원부 차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개막테이프를 커팅, 업

左   ‘2014 프리뷰 인 서울’ 개막식(2014. 09. 03.)

右   ‘2014 프리뷰 인 서울’에서 팬코 부스를 방문한  

정홍원 총리(2014. 09. 03.)

2014 대한민국세종대왕나눔봉사대상 수상(2014.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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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원로 및 대표로서 예우와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팬코는 이처럼 안으로는 충실하고 철저한 경영·사업활동과 밖으로는 다양한 

대외 교류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추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나아가 영

속가능경영을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가고 있다. 

팬코, 그 찬연한 30년 역사

2014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팬코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팬코

의 30년 역사는 끊임없는 개척과 도전의 역사였다. 의류제조수출사업에 대

한 경험과 노하우, 성공의지만으로 맨손 창업을 시도한 후 30년 동안 숱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며 세계 시장개척에 전력, 오늘날 일류 글로벌기업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또한 팬코 30년 역사는 부단한 건설과 창조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창업 초기 

서울 중곡동의 10평 남짓한 소규모 봉제공장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중국, 베

트남, 미얀마 등 3개국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7개의 대단위 생산기지를 건설, 

가동하며 지구촌 곳곳에 다양하고 우수한 의류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팬코의 30년 역사는 행운과 성취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전환, 지속발전의 역사를 이어온 때문이다. 

팬코의 창업 초기 현황과 현재의 기업규모를 비교해보면 팬코가 그동안 얼마

나 찬연한 역사를 창조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팬코는 창업 이후 지난 30년 

동안 매출규모 면에서 200배 이상, 인력규모 면에서 1,000배 이상의 성장을 

실현하였다. 이 같은 성장속도와 규모는 팬코 창업 당시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또한 팬코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성장역사를 기준으로 전망해 볼 때 팬코는 앞으로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다시 30년 후인 

2044년, 현재 보다 200배 이상 증가한 매출실적과 1,000배 이상 늘어난 직

원 규모를 확보하여 세계 최고, 최대 기업으로 발전해 있을 팬코의 창대한 기

업위상을 미리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기대해본다.

팬코의 30년 역사는 

행운과 성취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전환, 

지속발전의 역사를 이어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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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광야廣野를 향한 

30년 질주疾走

1984년 소규모 봉제기업으로 출발,

창업 30년 만에 국내외에 1만 2,000여 명의  

직원 수와 2억 5,000만 달러의 수출고 

그리고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3개국에 

7개의 대단위 생산기지를 건설, 가동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류수출기업으로 성장한 팬코.

팬코 성장신화를 창조한 

최영주 회장의 경영역정을 살펴보면 

한사람이 지닌 꿈과 의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쉼 없는 열정, 불굴의 집념과 노력이 후일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팬코 창립 30주년을 맞아 

최영주 회장의 창업과 수성, 미래전략 등에 관한  

경영스토리를 들어봤다.

C · H · A · I · R · M · A · N · I · N · T · E · R · V · I · E · W

주식회사 팬코 

최영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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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경영이념을 ‘창조경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배경과 함께 

회장님의 경영철학을 말씀하신다면.

당시 경영이념을 ‘정도경영’에서 ‘창조경영’으로 재정립하였습니

다만, 이는 경영이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는 21세기에 

어느 기업이든 ‘정도경영’을 실천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바, 이를 굳이 경영이념으로 계속 표방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

니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아젠다에 걸맞게 ‘창

조경영’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경

영철학은 창업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에 전력하여 나 자신의 꿈을 실현함은 물론 이

를 통해 국가사회에 기여를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자는 것이지요. 특히 기업가들의 좋은 

점이라면 한 가지 일로 두 가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즉 기업의 성공적 경영이란 사적으로는 기업가 개인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공적으로는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

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지속하면서 고용효과와 세수증대 그리

고 외화획득이나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국가사회에 기여하

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특히 수출기업들의 경우 더욱 그러합

니다. 따라서 나는 그러한 일념으로 오늘날까지 기업을 경영

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윤리경영을 통해 사

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대중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을 

만들자는 것 또한 나의 경영목표이자 철학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를 

극복하고 경영에 전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지와 힘을 북돋워준 

동인(動因)은 무엇이었습니까?

30년 전 첫 사업을 실패한 상황에서 팬코를 창업하였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한 번 실패는 실수로 치부하고 재기를 시

도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실패할 경우 그야말로 완전 

재기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시선

도 그렇고 본인의 의지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과거 한 

차례 실패를 교훈삼아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에서의 

두 번 실패는 비즈니스맨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자존심에 관

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의지와 신념, 노력 등

이 그동안 몇 차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팬코가 30년 역사를 지닌 장년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팬코가 창업 30년을 맞이하였지만 나는 그에 대해 특별한 소

회 같은 것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업 당시에나 지금이

나 늘 똑 같은 생각과 자세로 경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짧은 평균수명을 감안할 때 그리고 

흔히 사양산업이라고 일컫는 섬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30년의 지속성장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은 일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품질기준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을 

상대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수출고를 달성하려다보니 직원

들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굳이 창립 30주년을 맞는 소회를 말

한다면 지난 30년의 성과를 기반삼아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준비해야겠다는 다짐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기업정신의 근간이 되는 사훈을 ‘경천애인’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오셨는데, 사훈 정립의 계기와 이유를 설명해주십

시오.

‘경천애인’이란 자의(字義)대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

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사훈을 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사실 종교적 이념을 넘어 인류사

회의 공통된 지향가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팬코는 노동집약적 

기업이기에 사람에 대한 애정을 지녀야 함은 기본입니다. 따라

서 나는 그동안 삶에 있어서나 기업경영에 있어서나 이를 모토

로 삼아 늘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C · H · A · I · R · M · A · N · I · N · T · E · R · V · I · E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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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능력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업무에 대한 역량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겠지요. 앞서 말한 인성과 가치관이란 기본적 능력

을 갖춘 상태에서 또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러하다는 뜻입

니다. 사회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기업조

직의 경우 능력이 지나치게 뒤처지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조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팬코의 성장역사를 돌아보면 사업 운(運) 또한 매우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회장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기업발전에 신앙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팬코를 이끌어오면서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몇 차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거나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되는 등 사업운도 따라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특히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안이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시는 이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입니까?

사회공헌활동 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행할 뿐입니다.

사모님의 내조는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평소에 실수를 하거나 무리를 할 때는 더러 쓴소리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

짜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되면 가장 먼저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북

돋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젊은 시절 의류사업과 인연을 맺은 이래 현재까지 한 길로 정진해오셨습니다. 

의류사업 또는 ‘옷’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나 소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흔히 인간생활의 3대 요소로 ‘의식주’를 꼽습니다. 따라서 ‘옷’이란 사람의 삶에 있어 

주거 공간, 먹을거리와 함께 필수적 생존요소입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좋은 옷, 아

름다운 옷을 입고자하는 본능적 욕구가 잠재해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욕망 중 가

장 순수한 욕망일 수 있지요. 이는 과거 헐벗음과 추위로 고생했던 시절에 대한 기

억과 그로 인한 자기보호 본능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심미욕구 때문입니다. 팬코는 이 같은 순수한 욕구를 지닌 세

계인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입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코의 인재상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특히 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중용(重用)할 때  

주로 어떤 점을 평가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첫째는 인성(人性)입니다. 조직생활에서 능력만이 절대의 경쟁력은 아닙니다. 선량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예절바른 심성을 지닌 것 또한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경쟁

력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개발하면 나아질 수 있지만, 성장과정에서 심성을 바르게 

기르지 못한 사람은 쉽게 교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과 행동철학입니

다. 좋은 심성과 능력을 지녔더라도 추구하는 바가 옳지 않거나 확고한 목표의식이 

없다면 직장생활이나 본인의 삶에서 큰 성과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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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를 넘긴 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을 누비시며 왕성한  

비즈니스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유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건강은 우선 체질적으로 타고나야 하겠지만 정신력과 평소 생

활태도도 중요합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지니고 열성적으로 활

동하면 운동하는 것 못지않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팬코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앞으로 경영 및 사업활동은 어떤 

방향, 어떤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팬코는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

국의 경우 인플레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과거와 같은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의 캐파(Capa)를 점차 축소하고 제3국으로 생산활동의 

축을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특히 미얀마는 현지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낮

고 미국과 EU시장 수출 시 관세감면 혜택이 있어 봉제업종의 

경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 중인 미얀마 공장

이 금년 하반기 완공되면 생산원가 절감과 관세감면 혜택 등

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미주, 유럽 시장개

척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 이어 미주, 유럽까지 

자연스럽게 시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명실공히 

글로벌팬코의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팬코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의 성장속도라면 2020년쯤에는 외형규모가 조(兆)단위에 

이를 것 같습니다. 또한 외형성장과 함께 내적발전을 이루려면 

기업을 공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기업으로 발전시

켜 100년 팬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도 또 다시 대규모 신규 생산기지를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생산기지의 부지면적이 3개 공장을 합칠 경우 

330,578㎡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2016년쯤 기존 생산기지보

다 1.5배 정도 큰 규모로 베트남 타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

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팬코가 베트남 진출사업을 성

공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도 팬코가 원할 경우 

타 기업에 비해 굉장히 유리한 투자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향후 세계 섬유시장 전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같

은 투자확대에 대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다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업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 사업 감각 등을 토대로 볼 때 새로운 생산기지를 건설했

을 경우 미래 팬코가 얼마나 더 큰 도약을 이루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사업가로서 어찌 이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에 만족, 안주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위험부담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확장을  

주저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또는 어디까지 그처럼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입니까?

내 건강과 능력이 허락할 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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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편

30 YEAR HISTORY OF PANKO

글로벌 팬코,
그 웅장한 城 또는 빛나는 塔
 Global PANKO, The grand castle or The bright tower

Prologue 팬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  1  장  경영 현황

제 2  장  사업 현황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핑두(平度)에서

베트남 빈증(Binh Duong)에서 

미얀마 양곤(Ynagon)에서 

수천, 수만 평의 대지 위에 

건물마다 태극기와 사기(社旗)가 힘차게 휘날리는 

팬코의 대단위 글로벌생산기지들은 모두

하나씩의 웅장한 성(城)이고 빛나는 탑(塔)이다. 

백 년, 천 년을 이어갈 튼튼한 성이고 탑이다.



팬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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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지닌 굳은 의지와 미래를 향한 큰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오랜 노력과 

시간의 자취들도 한데 모여 쌓이면 우러러볼 탑이 된다.

1984년 창업 이래 불굴의 집념과 노력, 개척자적 도전정신으로 의류제조수출사

업 한 길을 달려 오늘날 세계 일류기업 반열에 오른 팬코의 우뚝한 기업 위상 

역시 지난 30년 동안 전 구성원들이 땀과 열정을 한데 모아 쌓아올린 빛나는 탑

이다. 

글로벌 의류기업 팬코의 성장과정은 남달랐다. 일반 성공기업들처럼 어느 한 순

간 기발한 신기술, 신제품, 뉴아이디어로 급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  30년이

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또한 전형적 노동집약형 업종인 봉제, 편직사업을 영위

하면서 ‘인건비 경쟁’으로 불리는 섬유봉제업계의 낮은 평균이익률에도 불구하

고 창업 이래 단 한 해도 영업손실을 기록하지 않았음은 물론 내실경영을 통해 

해마다 착실히 사업수익을 축적하였다. 

또한 팬코는 기업의 핵심역량인 DQCS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부터 끊임없

는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활동, 스피드경영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고객만족 

노력 그리고 사업이익의 지속적 재투자를 통한 생산기지 확장 및 첨단설비 확충

노력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한 해 한 해 차곡차곡 다져왔다. 

특히 팬코는 세계 의류시장 중 최상의 품질수준을 요구하는 일본 시장 수출에 

주력하면서 1990년대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린 일본 경제의 침체기

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조류를 마치 활어와 같은 역동성으로 힘차게 거슬러 

오르며 지속성장을 이루어냈다.

따라서 오늘날 팬코가 이룬 찬연한 경영성과와 업적들은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한순간 쉽게 얻고 이룬 결과가 아니라 지난 30년간 전 구성원들이 온몸으로 뛰

고 열성으로 다져 쌓은 공든 탑이며 값진 결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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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는 2014년 현재 국내외에 1만 2,000명의 직원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를 상회

하는 수출고를 기록하며 기업의 지속성장, 미래도약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베트남, 미얀마까지 아시아 3개

국에 총 7개의 편직·염색·봉제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베

트남의 다른 지역에 다시 대규모의 생산기지를 설립할 예정에 있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에 건설한 버티컬생산기지는 공장부지 면적만도 총 389,466㎡에 달하며, 여기

에 편직·염색·봉제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최첨단 생산시스템까지 갖춤으로써 그 

규모와 생산능력, 기술면에서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팬코는 이 같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안정과 내실에 기초한 질적 발전도 함께 실

현하였다. 지난 30년간 부단한 경영혁신운동의 전개, 진취적 조직문화 창달, 활

발한 연구개발 활동의 추진을 통해 경영선진화, 경영합리화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실천하였다. ‘경천애인’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매년 불우이웃돕기, 지역발전기금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은 물론 친환경경영, 윤리경영 또한 적극 실천하고 있다.

기업의 미래비전 역시 웅대하다. 팬코는 오는 2020년까지 조兆단위의 매출실적 

달성과 함께 ‘전 세계 모든 세대를 향한 글로벌 의류기업’,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

고 싶어 하는 의류수출기업’으로 발전한다는 야심찬 미래 청사진을 제시, 비전 

구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보국’의 기업정신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함과 아울

러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국민기업’의 위상을 확립

하고자 현재 KOSPI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팬코의 이와 같은 기업현황과 역량, 미래지향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팬

코는 향후 세계 초우량기업 나아가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과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임에 틀림없다.

현재의 기업위상과
미래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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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팬코, 그 웅장한 城 또는 빛나는 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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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이든 경영이념이나 철학, 사훈 등은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 및 행동규범, 기업문화의 정립 등

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대외 신인도나 기업이미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

들은 역사가 깊어지고 조직규모와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 발전하면서 경영이념

이나 사훈과 같은 기업정신, 기업문화에 관한 내용을 보다 합리적, 효과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이는 기업의 정체성과 지향성, 핵심가치 

등을 현시점에 맞추어 대내외에 명확히 정립, 천명함으로써 직원들에게는 공동

체의식과 행동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객, 주주 등 대외 이해관계자들과는 정

서적 공감대 및 신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팬코 역시 창업 이래 경영이념과 사훈을 비롯하여 경영방침, 전략, 슬로건 등을 

대내외 경영현실에 맞게 꾸준히 재정립해왔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에는 사훈을 ‘최선을 다하자’로 정하기도 하였고, 경영방침을 

‘창조적 제안, 진취적 기상, 희망찬 미래’로 정하는 등 각 시기별로 기업실정에 부

합하는 슬로건을 설정, 실천하였다. 

회사가 선진 글로벌기업으로 본격 도약궤도에 진입한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

영이념을 기존의 ‘정도경영’에서 ‘창조경영’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는 그동안 실천

해온 정도경영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적 명제인 창의와 혁신경영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취지였다. 아울러 경영목표 또한 ‘지경확대地境擴大’로 

경영이념과
철학

01

기업정신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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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정립하였으며, 사훈은 기존의 ‘경천애인敬天愛人’ 정신

을 이어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팬코가 기업정신으로 정한 ‘경천애인’, ‘지경확대’라는 용어는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독실한 크리스천인 최영

주 회장의 뜻에 따라 정립되었다. 이에 팬코는 경영활동 및 사

업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이념과 목표, 사훈의 취지에 최

대한 부합하도록 제반 활동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대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

는 ‘CEO의 경영철학은 그 기업

의 건실성, 지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강조하였

다. 또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다 고노스케 역시 ‘최고

경영자의 철학과 신념은 기업의 미래 방향과 진로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이란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CEO의 평소 철학과 행동은 구성원들의 의식

행태에 크게 영향을 미침은 물론 제반 업무처리에 있어 기준

과 지침으로 작용하게 되며, 나아가 조직문화로까지 형성, 전

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영철학은 단순히 미사여구적인 논리나 슬로

건만으로는 직원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CEO가 평소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고 그것이 오랜 기간 일관성을 유지할 

때 비로소 특유의 철학으로 정립되며, 직원들 역시 이를 존중

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팬코 최영주 회장의 실사구시형, 솔선수범형 의식

행동에 기초한 경영철학은 특기할만하다.

최 회장은 평소 자신의 경영철학을 말이나 글로써 대외에 설

명한 예가 거의 없다. 더러 기자들이 회사를 방문, 경영철학

에 대해 질문할 때에도 “특별한 철학 같은 것 없다.”고 잘라 

말한다. 대부분 경영자들이 이 같은 질문을 받으면 억지답변

이라도 만들어 긴 설명을 늘어놓기 마련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즉 기업경영에 

있어 대단한 자신감에 차 있지 않거나 확고한 소신과 철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최 회장의 

이 같은 대답은 오히려 길고 오랜 답변과 설명을 들었을 때보

다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유추하게 하고 생각

하게 한다. 

최 회장이 자신의 경영철학에 대해 굳이 중언부언 설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궁금하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

라는 것이다. 즉 팬코의 역사와 성과, 본인의 활동역정을 돌아

보면 CEO의 경영철학이 무엇인지쯤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 회장의 경영역정을 돌아보면 그의 경영철학

은 창업 당시에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 팬코 창업 당시 최 회

장이 주위 사람에게 간략히 언급했던 본인의 꿈과 의지, 목표

에 대한 이야기가 이를 대변한다. 즉 “내가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기업을 창업하여 최선을 다해 경영함으로

써 자기 성취는 물론 국가사회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최 회장은 실제 이 같은 의지와 목표, 철학으

로 30년 외길경영을 해오는 동안 자신이 뜻한 바를 적극 실천

하고 이루어냈다. 

경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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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란 조직을 통솔, 선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계발하기도 하지만, 리더의 평소 성품과 철학, 행동양

식 등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팬코 

최영주 회장의 리더십은 바로 후자에 속한다.

최 회장은 언젠가 여담삼아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갈 때

면 자신의 발걸음이 너무 빨라 직원들이 쉽게 뒤따라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

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자신의 걸음이 남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

을 단순히 표현하고자 한 말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곰곰이 되새겨보면 그 말속

에는 무언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최 회장이 조직을 이끄는 스

타일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즉 최 회장의 리더십은 철저한 선도형 리더십이다. 

항상 조직의 선두에 나서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직원들을 이끌어나가는 스타일

이다.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최 회장의 과감하고 선행

적인 사업확장 의지와 노력에 대해 일부 주위사람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기

업규모가 그 정도에 이르렀으면 수성守成에만 신경 써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기

업을 유지,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 확

장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 회장의 경영의식과 스타일은 이 같은 

리더십 안일한 생각, 우려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즉 그동안 

자신이 의류사업 분야에서 쌓아온 감각과 노하우, 통찰력 등

에 기초할 때 향후의 시장상황이 뻔히 눈에 보이고 투자를 확

대할 경우 기업성장의 실현을 확신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업

확장과 투자를 멈출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치열한 비즈니스 실전현장에서 역전의 경험을 다진 최 회장의 

기업성장을 향한 이 같은 지칠 줄 모르는 근성과 투지는 마치 

벌판에서 먹잇감을 찾는 야생 사자의 질주본능과도 같은 것이

라 할 수 있다. 즉 진정한 기업가라면 설령 힘이 들거나 위험이 

따르더라도 기업성장을 향한 투자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 그의 소신인 것이다. 따라서 팬코의 조직을 이끌고 세

계 시장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최 회장의 과감한 공격형 

경영스타일과 선도형 리더십은 직원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추종심과 존경의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편 최 회장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처럼 주변사

람들 모두가 놀랄 정도의 담대한 의지와 배포를 지닌 반면 오

히려 회사 내 사소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지극히 세밀한 성품

을 지니고도 있다. 특히 고객 관련 업무나 생산현장의 업무, 안

전관리업무 등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소한 부분까지도 일일이 

점검, 확인을 하고 지적과 지시를 함으로써 신입사원들의 경

우 ‘회장님이 너무 소심한 성격을 지닌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

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맡기되 그냥 내버려두

지 않는다.’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말처럼 기업업무를 추

진함에 있어 경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대담함과 더불어 세밀

함의 양면적 소양이자 리더십이기도 하다.

미래경영학자 톰 피터스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인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하

였다. 세상의 대단한 일들도 알고 보면 그 원인은 지극히 사소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공자 또한 ‘소인小人은 소심小心하고 군자君子는 세심細心하다’

고 하였다. ‘소심’함과 ‘세심’함이란 일면 비슷한 말 같지만 그 

용어가 지닌 함의와 간극은 실로 크다. 소심함이란 주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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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은 이익이나 안위를 챙기고 우려하는 데서 비롯되는 마음인데 비해, 세심함

이란 남의 어려움을 일일이 헤아리고 배려하거나 또는 앞으로의 큰 실수, 위험 등

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리더십의 또 다른 강점과 특징은 일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이다.

주변사람들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최 회장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일만 하

면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정녕 그들이 사는 재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최 회장에게 있어서는 일이란 곧 삶의 재미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말로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라

는 말이 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

람만 못하다.’라는 뜻이다. 1년 365일을 밤낮없이 일을 재미와 낙으로 삼아 즐기면

서 그에 몰두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가 일을 통해 이루어내는 업적과 성과를 보

통사람들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설령 한두 해 정도라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몇십 년을 그러한 집중과 노력이 지속될 경우 그 성과는 

일반 사람들과 실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사람이 지닌 꿈과 의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쉼 없는 열정, 불굴의 집념

과 노력이 후일 얼마나 큰 삶의 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최 회장의 경영역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최 회장의 또 한 가지 장점이자 큰 매력은 매사에 항상 침착함

과 넉넉한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8년 국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줬던 키코KIKO사태로 팬코 

역시 큰 손실을 보았을 때나, 베트남 진출 초기 대미 섬유쿼터 

문제로 몇 년 동안 사업의 부진을 겪을 때에도 최 회장은 이에 

동요함이 없이 한결같은 경영스타일을 유지하였다. 모든 사건

사고는 늘 발생하기 이전 철저히 점검, 예방해야 하고, 이미 발

생한 후라면 보다 침착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에 대한 합

리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평소 지론

이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이 같은 최 회장의 대범하고 여유

로운 면모와 단신短身인 그의 체구를 가리켜 ‘작은 거인’이라는 

그에 딱 어울리는 별명을 붙여 부르고 있기도 하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이란 이처럼 인위적인 것이 아닌 리더의 

평소 솔선적 행동과 실천, 의식이 구성원들을 감화시키면서 자

연스럽게 형성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 회장은 주변에서 성공한 기업가라고 평가할 때마다 그

는 늘 스스로를 낮추어 ‘실속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일면 맞

는 말이다. 그의 경영역정과 인생이력이 ‘자신의 작은 이익이나 

일신의 안위 등을 챙기고 염려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경영역

정과 70여 년 삶의 자취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사람의 생애가 70을 지나면 그 삶의 역정 또한 일경一景을 이

룬다고 한다. 특히 그의 꿈을 향한 무한질주, 실패를 두려워 않

는 개척자정신, 열성적 노력의지, 의류패션사업에 대한 천부적 

감각과 통찰력 등은 충분히 한 분야의 전범典範과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에도 매우 발전적 영향을 미치

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삶의 구비마다 배어나는 곧고 굳은 의

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자세, 지칠 줄 모르는 집념과 노력 

등은 후인들의 삶의 행로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최영주 회장의 꿈을 향한 무한질주, 실패를 두려워 않는 개척자정신, 열성적 노력의지, 의류패션사업에 대한  

천부적 감각과 통찰력 등은 충분히 한 분야의 전범(典範)과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에도 매우 발전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30
 Y

EA
R

 H
IS

TO
R

Y 
OF

 P
AN

KO

213
212현황편

글로벌 팬코, 그 웅장한 城 또는 빛나는 塔
제1장  |  경영 현황



 주식회사 팬코 대표이사  이건후 사장 

글로벌 역량 제고 위해
주력할 터

팬코의 사령탑으로서 본사 경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이건후 사장은 

2011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조직구성원들의 업무능력 제고와 

글로벌역량 강화, 업무프로세스 혁신노력을 통해 팬코의 경영선진화, 합리화 기반을 다져왔다.  

이건후 사장을 만나 그동안의 경영성과와 기업성장비결,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팬코가 지난 30년간 지속성장을 이루어온 핵심비결이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회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우

위를 점해야 생존이 가능한 기업조직의 경우 리더의 역량과 역

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기업은 그 특성상 최고경영자가 

어떤 역량과 리더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이끄느냐에 

따라 성장과 쇠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팬코의 30년 지속성장 역사 역시 최고경영자의 탁월한 역

량과 리더십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고경영자의 사업역량과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우선 섬유산업 한 분야에서 30년 넘게 노하우를 축적한 경륜

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오

랜 사업경험에서 비롯된 예리하고 정확한 통찰력입니다. 이는 

기업가로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감각과 지혜, 안목 같은 것이라

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분석과 

연구를 해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능력이지요. 특히 그동안 

팬코의 역사를 돌아보면 회사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는 사

운이 걸린 대규모 사업확장을 할 때마다 최고경영자의 선견적 

지혜와 안목, 판단력에 의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거나 회사가 

크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아

울러 리더십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회장님은 통합적 리더십을 

지닌 분입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를 흔히 덕장형(德將型), 지

장형(智將型), 용장형(勇將型), 맹장형(猛將型)으로 구분하는데, 

회장님의 경우 이 모두를 다 갖추고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시지요. 특히 직원들에 대해 자상하고 세

심하게 배려해주시고, 구성원 복지증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못함에 늘 아쉬워하십니다.

경영효율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 개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선 수출기업으로서 환율변동과 국제원자재가 및 인건비 상

승, 주요국의 산업동향 등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팬코의 핵

심역량인 DQCS운동의 지속적, 적극적 추진을 통해 기업경쟁

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특히 빠른 것이 곧 경쟁

력인 시대에 생산 및 경영의 스피드화에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사적 자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2013

년부터 ‘뉴 글로벌 ERP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 이제 거의 완

료단계에 있는데, 이 시스템의 가동 및 활용을 통해 비용과 시

간절감, 생산성 제고는 물론 업무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팬코인으로서 글로벌시장을 향해 쉼 없이 질주하는 회사와 함

께 공동체의식을 지니고 성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함은 물

론 미래에 대한 신념, 개척의지 등을 더욱 확고히 다져주었으면  

합니다. 
I ·N·T·E·R·V· I ·E·W -  T he L eader s o f  PA 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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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중요한 관건 중 하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

화에 얼마만큼이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업경영에 있어 정형화된 원칙이나 

일관성만을 고수해서는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생존

하기 어렵다. 특히 성장가도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때로 수익창출과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다각화, 시장다변화 전략도 추진해

야 하고, 조직이나 사업시스템도 탄력적,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경영방침과 

전략 또한 상황에 맞도록 수시로 재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성과 창출과 함께 때로는 시행착오와 실패도 겪게 되는 것이며, 또 그러한 경험

과 교훈을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 대부분 기업들의 성장역사

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전략 및 조직, 사업구조는 대내외 경영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

하기 마련이다. 사업범위와 기업규모가 해마다 확장, 발전되는 성장기업의 경우 

이러한 조직, 사업구조의 잦은 변화는 당연하면서도 필연적이다.

팬코 역시 창업 이후 현재까지 조직과 사업구조를 대내외 경영환경에 맞게 수시

로 변경, 운영해왔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직운영체제의 잦은 변화로 업무의 일

관성, 연속성이 저하된다고 다소 불만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이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기업 전체의 경영효율과 성과를 높이기 위

해 불가피한 일이었다. 

경영체제 및 
조직구조

02

경영체제 및
조직구조의 변화

30
 Y

EA
R

 H
IS

TO
R

Y 
OF

 P
AN

KO

217
216현황편

글로벌 팬코, 그 웅장한 城 또는 빛나는 塔
제1장  |  경영 현황



팬코의 경영체제는 일반 기업들

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최영주 회장이 경

영 및 사업 활동 전반을 총괄 지

휘하고 있고, 그 휘하에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임

원들이 각각 분장된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이른바 수직형 경

영체제이다. 

혹자는 기업경영에 있어 권한 분산형 경영체제, 수평형 조직구

조, 하의상달형 의사결정시스템, 민주적 조직문화 등을 이상적 

경영형태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기업의 본질적 생리, 구조 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다소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말일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일은 일반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것과는 근본

적으로 다르다. 기업은 국가재정으로 유지, 운영되는 공적 조직

이 아니라 자체의 영리활동을 통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야만 

존립이 가능한 사적 조직이다. 따라서 경영시스템 역시 형식이

나 절차, 명분보다는 실질적 효율과 성과지향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실제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장가도에 있는 대부분의 기

업들이 수직적 경영체제, 오너 집중형 매니지먼트시스템으로 제

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영활동에 있어 의사결정과 실행권

한을 최고경영자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기업의 핵심역량인 신속

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업조직의 수직적 

경영체제 및 경영방식은 단순히 CEO로서의 권한행사 차원을 

떠나 경영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사구시형 

경영방식이라는 현실논리가 당위성과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다. 

기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은 인적자원이며, 인적자

원은 ‘조직’이라는 네트워크를 형

성함으로써 보다 큰 시너지효과

를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대내외적 경영, 사업여

건에 맞도록 인적자원을 유효적절하게 배치, 활용함으로써 업

무효율과 성과를 증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팬코는 창업 이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영성과 

극대화를 이루고자 조직체제를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영해왔

다. 특히 회사규모와 사업범위의 지속적 확장, 발전이 이어지

면서 조직체제 역시 그에 맞게 변화를 거듭하였다. 창업 초기

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년 새로운 사업장이나 사무소, 기구 및 

부서가 신설되었고 신규 인력이 충원되었다. 이에 따라 팬코는 

순환인사제도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을 적재적소에 이동 배치함

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구성원 업무역량

을 폭넓게 개발하였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체

계의 강화, 업무효율 및 성과증대를 위한 인사평가시스템 개

선, 전사적 직무분석 등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혁신, 우수인재 

확보와 관리를 위한 성과보상시스템 도입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팬코가 괄목할 

경영성과를 이룬 것은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끊임없는 인적

자원개발 및 조직시스템 혁신노력이 밑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효율적 경영체제
구축과 운영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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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인력규모는 기업의 

역량가치와 사회적 기여도 등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

인력규모가 큰 기업은 그에 상응

한 고용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

론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

기 때문이다. 흔히 기업의 가치 순위와 영향력 등을 거론할 때 

직원규모를 우선으로 꼽는 것 역시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팬코는 1984년 창업 이래 대표적 노동집약형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봉제, 편직 사업을 영위하며 지속적으로 고용효과를 창

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대규모 일자리 제공을 통

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2014년 현재 팬코의 인력규모는 국내외 사업장을 합쳐 총  

1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생

인력규모 및 
조직구조

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관계로 직원들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

자들이다. 하지만 지구촌이 하나 되는 21세기 글로벌시대에 해

외 현지에서 그만한 규모의 인력을 채용,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은 세계 경제, 나아가 세계 인류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팬코의 인력은 관리직군과 생산직군으로 구분된다. 관리직군

은 본사 및 국내 사무소, 해외 현지법인에 주재하는 임직원이

며, 생산직군은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 생산기지에 근무

하는 현지 근로자들이다. 

서울 본사 및 해외 생산기지, 그 외의 별도법인 등 총 인력규모

는 약 1만 2,000명이다. 

250명

서울본사 

8,000명

팬코비나 

1,900명

평도팬코 

1,400명

청도팬코 

500명

제녕팬코 

1,300명(예정)

팬코미얀마 

100명

기타 사업장
(팬코E&D, 월드플래닝, 대구사무소 등)

사업장별 인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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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팬코  전성국 부사장 

DQCS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할 터

팬코 창업 멤버로 그동안 영업, 생산, 관리업무는 물론 

사내외의 크고 작은 업무 등을 도맡아 추진하며 회사와 성장을 함께해온 

전성국 부사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역할,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들어봤다. 

팬코는 중국, 베트남에 이어 2014년 미얀마 공장의 건설로  

아시아 3개국에 총 7개의 공장을 설립,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팬코의 생산기지 규모와 설비현황, 생산능력 등을 기준

으로 평가할 때 국내외적 위상과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팬코의 전체 생산역량은 중국 3개 공장에 총 90개 봉제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에 134개 라인, 미얀마에 24개 라

인을 모두 합쳐 3개국에 248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직, 염색, 봉제공정을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버

티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다 세계 시장에서 품질의 안정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관리시스템과 전 임직

원의 의식수준 등은 세계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일본 시장의 오더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단연 최고의 

실적과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팬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생산기술이나 첨단시설, 

공정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팬코는 중국과 베트남에 편직과 선염, 후염, 

봉제공정은 물론 포장과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한 곳

에서 처리하는 일괄생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

다 큰 강점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공정진행의 

전반적인 과정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게 됨은 물론 현장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단시간 내에 개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공정마다 설치된 품질검사시스템은 제품불량 등의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코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최첨단 설비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어떤 오더를 수

주해도 자체생산이 가능합니다.

부사장님께서는 팬코의 창립멤버이자 장기근속 임원이십니다. 

근무하시는 동안 회사 발전에 기여한 실적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스스로 꼽는다면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기여실적을 말한다는 것이 다소 겸연쩍습니다만, 창업 

초기 생산담당자로서 라셀기계를 활용한 소재개발부터 생산관

리 일원화 실현, 이후 영업과 생산업무를 연계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일본 바이어와의 돈독한 신뢰관계 유지 그리고 체계적 원

부자재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원가절감, 효율적 생산관리시스

템 구축 및 운영 등에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개발, 품질제고, 원가절감, 납기준수는 생산 부문에서 지

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전

략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R&D, 품질제고, 원가절감, 스피드경영을 통한 납기단축 실현

을 위해 앞으로 DQCS운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

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피드경영은 팬코 고유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경영이란 단순히 시간을 절감한 것으

로 의미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절감하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시간을 창조해내었다는 것이고, 이

를 통해 새로운 기회비용과 고객가치까지 창출하였다는 뜻이

기도 한 때문입니다.  
I ·N·T·E·R·V· I ·E·W -  T he L eader s o f  PA 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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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는 2014년 8월 현재 서울 본사를 비롯하여 중국 

3개 공장, 베트남 3개 공장, 미얀마 1개 공장 등 아시

아 3개국에 총 7개의 해외 생산기지를 설립, 가동 중

이다. 이와 함께 중국에는 평도, 청도공장에서 생산

하는 의류제품에 ‘르팬’이라는 독자브랜드를 부착, 현지시장에 판매하는 별도법인 

팬코E&D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각 해외법인에는 본사에서 파견한 법인

장과 주재원을 두어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도 1개의 별도법인과 1개 지방사무소를 설립, 운영 중이다. 1996년 도입한 이

태리 명품브랜드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라이선스사업을 추진하는 월드플래닝을 

2005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섬유도시 대구에는 우븐 원단 등 신소재 개발 및 

구매를 담당하는 대구사무소를 2012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본사의 조직구조는 사업본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본부는 영업본부와  

생산본부, 관리본부 등 3개 본부로 나뉘어 상호 유기적 협력체제로 소관 업무를 

추진한다.

영업본부 및 생산본부는 전성국 부사장의 총괄 지휘 하에 영업 1·2·3본부, 생산 

1·2본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본부는 신중기 상무 지휘 하에 재경팀, 경영기획

팀, 업무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사업본부별 조직 및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영업1본부의 경우 일본 시장 영업

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니클로를 제외한 시마무라, 무인양품, 이토요카도, 이온 

등 일본의 주요 거래처 영업을 전담하고 있다. 영업2본부는 팬코의 최대 거래처

인 유니클로 영업만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영업3본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조

직을 활성화하여 국내 의류유통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수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각 영업본부별 책임자로는 영업1본부의 경우 변재웅 전무가, 영업2본부는 

박병희 이사가 업계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두에서 조직을 

이끌고 있다. 

한편 생산본부의 경우 생산1본부는 영업1본부 오더를, 생산2본부는 영업2본부 

유니클로 오더의 생산업무를 중점 수행하고 있다.

본부 소속 하위 부서로는 각 본부별로 영업, 생산팀을 조직, 총 17개팀을 운영하

고 있으며, 이외에도 생산기획부, 개발실, R&D팀, CAD팀, 자재팀을 설치, 운영하

고 있다.  

부서운영 및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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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조직으로는 중국 청도팬코의 경우 전성훈 사장이, 평도팬코는 강선혁 상

무가 그리고 베트남의 팬코비나는 김흔태 사장이 현지 생산, 관리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그리고 팬코E&D의 경우 한철준 이사가 현지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역량

을 살려 중국 시장개척 업무를 도맡고 있다.

팬코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반드시 우

위를 점해야 존립이 가능한 기업

조직의 경우 조직구성원이 지닌 

역량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한 인적자원 역량의 총합이 결국 기업 

전체 성과로 나타난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특히 조직의 중간 

리더로 전체 구성원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한 임원들 역량

은 기업 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팬코가 이룬 탁월한 경영성과와 사업

실적들을 감안할 때 팬코의 조직역량과 맨파워가 어느 정도인

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글로벌 팬코를 각 사업조직의 전면에서 이끌어가

고 있는 임원들은 모두 15명에 이르고 있다. 그 면면을 살펴보

면 그동안 팬코의 지속성장이 일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모두가 남다른 역량을 지닌 인물들이다.

먼저 팬코의 사령탑으로서 본사의 경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이건후 사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정통학구파 경영

인으로 팬코 부임 전 다년 간 국내 금융업계 임원으로 재임하

며 선진경영기법과 관리역량을 발휘하였다. 팬코 사장 취임 후

에는 조직구성원들의 업무능력 제고와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

해 전 직원 독서운동 전개, 교육훈련 강화 등 지식경영을 선

도하는 한편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ERP시스템 구축, 소통

과 정보공유를 위한 사내 인트라넷 운영, 업무프로세스 혁신

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 합리

화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팬코

의 집단지성, 전략경영, 지식경영 등 소프트웨어 수준을 한 단

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팬코가 21세기형 신조직문화를 창달하

고 질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 경영선진화, 합리화를 이룰 수 있

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1984년 입사하여 창업 초기부터 영업, 생산, 관리 업무는 

물론 사내외의 온갖 궂은일들을 도맡아 추진하며 회사와 고락

을 함께해온 전성국 부사장은 팬코 30년 역사의 산증인으로 

팬코 성장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전 부사장이 지

닌 통 큰 스케일과 추진력, 뚝심과 배포, 오랜 기간 현장에서 

임원구성 현황

회장

대표이사

부사장

관리본부 영업1본부 영업2본부 영업3본부 생산본부

생산1본부 생산2본부 브랜드
사업부

비서실전략기획실

평도팬코

대구사무소

제녕팬코

청도팬코

팬코비나

팬코E&D

팬코미얀마

동경사무소

2014. 11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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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득한 경륜과 노하우, 강하고 활달한 통솔력 등은 오늘날 팬코의 조직질서와 문

화를 진취적, 역동적으로 정립하게 하는 밑거름 내지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영업 부문 업무를 관장하는 변재웅 전무는 다년간 동종 업계에서의 해외 영업 

전담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노하우, 합리적이고 치밀한 업무추진스타일을 토대

로 해외 시장개척의 첨병역할과 팬코의 매출증대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다하

고 있다. 

1991년 재무회계담당 직원으로 입사, 그동안 팬코의 안살림을 도맡아 수행해온 신

중기 상무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성품과 자세, 빈틈없는 업무스타일을 지니고 있어 

특히 경영관리 및 재무부문 적임 임원으로서의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5월 입사한 팬코의 홍일점 임원 박병희 이사는 일본에서 복장학을 전공

한 해외 유학파 출신의 의류디자이너이다. 2011년 이사로 승진한 후 팬코의 최대 

고객인 유니클로 영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유의 섬세함과 유연함, 정숙한 성품 

등을 갖추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다.

2014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 미얀마 생산기지 건설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홍상표 

이사 또한 해군사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군 고위간부 출

신으로 2012년 팬코 부임 후 해외 생산기지 건설사업의 중임을 

맡아 현재 제반 업무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8월에는 미주, 유럽 시장 의류수출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조우섭 상무가 입사함으로써 향후 시장다변

화 및 해외 시장개척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팬코비나, 중국의 평도팬코, 청도팬코를 비롯하여 

팬코E&D 등 해외 각 법인에도 현재 유능한 임원들이 파견되어 

소관 업무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팬코의 중국 생산기지 중 첫 번째 자가 공장으로 건설되어 그

동안 기업성장의 밑받침 역할을 해온 청도팬코의 경우 국내 섬

유업계에서 오랜 기간 사업역량을 축적해온 전성훈 사장이 생

산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 특히 전 사장은 

2000년대 초중반 팬코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해외 생산기지 건

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오늘날 팬코가 글로벌기업으로 도

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평도팬코의 경우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중국통 강선

혁 상무가, 팬코E&D는 영업, 관리 업무에 능한 한철준 이사가 

법인 운영의 책임을 맡아 소관 업무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리고 베트남 팬코비나의 경우 대학에서 섬유공학을 전공한 

김흔태 사장 책임 하에 편직공장은 채성종 전무가, 염색공장

은 이정업 상무가, 봉제공장은 김상연 상무가 각각 소관 업무

를 추진하고 있으며, 팬코비나의 경영관리업무는 최재호 이사

가 이를 도맡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팬코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륜과 역량, 노하우를 지닌 총 15명의 유능한 

임원들이 회사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가고 있다. 

조직의 관리 및
운영

팬코는 직원들이 내국인과 외국

인으로 구분되다보니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시스템 역시 이원적일 

수밖에 없다. 본사 직원들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사규와 경영방침에 의해, 해외 근로자들은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령 및 현지직원관리지침 등에 의해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채용에서부터 복무, 배치, 교육, 승진, 처우, 업무분장, 복리후

생, 징계 및 포상, 안전보건, 재해보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퇴직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취업규칙과 사규, 노동관계 법령 등

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관리제도만큼은 일반 기업과 다소 다르

게 운영하고 있다. 팬코에는 승진 시 해당 직급에 대한 최소 근

무연한이라는 것이 없다. 직원의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 

실적이 탁월할 경우 하시라도 발탁승진이 가능하다. 이는 연공

서열이 아닌 능력중심의 열린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조직

에 새로운 활력과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경영방

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해외 생산기지에 근무하는 현지 근로자들의 경우 기술의 

숙련도, 근무태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과 아울러 그에 준하는 직급 부여 및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복지향상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

외 사업장 별로 구성되어 있는 노조와 상호 협의를 통해 시행

하고 있다. 

본사 직원들의 직급은 사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구분되며, 임원들은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으로 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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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 

그 역량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미

래 팬코를 이끌 차세대 주역으로 

양성하고자 각 분야 자질과 역량

을 갖춘 인재들을 수시 채용하고 있다. 또한 직원 처우 및 복지

를 증진하고 지속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인재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팬코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첫째, 글로벌마인드를 갖춘 사람 둘

째, 회사 및 사회에 대한 공헌의식을 갖춘 사람 셋째, 부단한 

자기혁신의지를 갖춘 사람이다. 팬코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과 함께 성실한 인성을 갖춰야 한다. 입

사지원은 회사 홈페이지의 채용공지를 참조, 수시로 지원 가능

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를 거쳐 채용이 확정된다.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업무흐름을 익히게 하고 

인재상(人才像) 인적자원을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 개발하고자 부서 간 수평

적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 직원들을 이른바 

Specialist에서 Multiplayer, Generalist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인력운영전략이다.

또한 체계적인 인사평가 툴을 도입, 매분기 부서별 고과평점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공정, 엄격한 상벌제도

를 시행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성취의지와 책임감

을 고취함과 아울러 업무성과 및 생산성을 제고해가고 있다.

이외에도 우수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별, 계층별 교육

훈련의 지속적 실시는 물론 사이버 어학당 운영, 학원비 지원, 

각종 워크숍 운영, 주택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미래 인재양성과 조직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30
 Y

EA
R

 H
IS

TO
R

Y 
OF

 P
AN

KO

231
230현황편

글로벌 팬코, 그 웅장한 城 또는 빛나는 塔
제1장  |  경영 현황



기업의 건실성과 안정성, 현재가치, 미래전망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재무구조

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팬코는 안정적이고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물론 

고객들로부터도 우량기업이라는 평가와 신뢰를 받고 있다.

팬코는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섬유의류업종을 영위하면서 창업 이래 단 한해

도 영업손실을 기록한 적 없이 지속성장을 이어왔으며, 사업이익의 끊임없는 재투

자를 통해 기업자산을 확충하였다.

재무 현황 물론 창업 초기에는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재무상황이 다

소 어려웠을 때도 있었지만 사업이 본격 성장궤도에 진입한 2000년대 이후부터

는 재무건전성을 확고히 구축하였다. 

현재 팬코의 총 자산규모는 1,65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도 동종 기

업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며, 다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높은 유동성을 확보함

으로써 탄탄한 재정현황과 신용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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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의 미얀마 생산기지 건설프로젝트를 도맡아 추진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얀마는 군부정권이다보니 국제 감각을 지닌 군 출신 자원이 

현지 생산기지 건설프로젝트를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하

는 회장님 뜻에 따라 중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팬코에 부임

하기 전에는 미얀마의 정치, 경제, 문화환경에 대해 공부하고자 

KOTRA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등 나름대로 사전 준비

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추진과정과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적정 입지선정을 위해 현지를 여러 차례 답사하면서 전

력공급 및 인력조달, 물류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양곤

시내에 있는 기존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현재 인허가업무를 

추진 중인데 10월 중 허가를 득하게 되면 기계 설치와 인력확

보 작업을 거쳐 2014년 말부터는 가동을 개시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그동안 애로사항도 많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정치, 사회적 특수성으로 여러 가지 변수

가 많은데다 저개발국인 관계로 전산화도 미비하고 산업인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절차가 아주 느

립니다. 그러다보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자꾸 지

연됨은 물론 예기치 못한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모든 

상황 점검 후 본사에 최종보고를 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현지상황이 바뀌게 되어 곤란을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해결과제가 있다면?

팬코는 중국의 인건비상승에 따른 대안으로 미얀마 생산기지건

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얀마의 경우 인건비는 낮으나 산

업인프라가 부족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또 다른 해결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

로 이 같은 문제들만 해소된다면 미얀마 생산기지는 일본 시장

에 이어 미국, 유럽 시장개척의 전초기지 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언어나 문화가 낯선 곳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무엇보다도  

인맥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다행히 군 시절 동

기들이나 KOTRA 교육 시 알게 된 현지 변호사, 대사관 관계자, 

한국 교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인맥을 형성,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담당 임원으로서 그동안 팬코의 안

살림을 도맡아오셨습니다. 현재 팬코의 

재무구조 및 현황은 어떻습니까?

팬코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도약의 

전기로 삼아 재무기반을 튼튼히 다져왔

습니다. 현재 자산, 부채비율, 당기순익,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동종

업계에서 우량기업에 속합니다. 

지속적인 내실경영 실현과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

하고 있습니까?  

팬코는 창업 이래 현재까지 끊임없는 사

업확장과 시설확대, 기업이익 재투자를 

통해 미래 더 큰 도약을 추진해왔습니다. 

따라서 자산 가치,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

지만 일반 기업들이 추구하는 내실경영

과는 지향점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

다. 다만, 사업규모와 매출이 계속 확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운용, 손익분석, 내부통제시

스템 등을 구축하고 철저히 운영하고 있

습니다.

팬코가 글로벌기업으로 질적 성장을 이

루기 위해서는 재무 분야에서의 투명경

영, 윤리경영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에 

대한 현재의 노력과 향후 추진 계획은 무

엇입니까?  

팬코는 진정한 글로벌기업,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금년 하반기 미얀마 생산

기지 설립을 계기로 미주, 유럽 시장 등

을 본격 공략함은 물론 기업공개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

기 위해서는 경영 및 사업시스템이 글로

벌스탠더드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팬코는 앞으로 윤리강령 제정 등

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경

영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제사

회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철저

히 이행할 것입니다.   

팬코 창업 초기 입사하여 20년 넘게 근

무하시는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 또

는 아쉬움을 느끼거나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먼저 크게 아쉬움이 남는 일은 2008년 

키코(KIKO)사태 때 회사 재정담당자로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미리 손실을 예방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가장 아쉬

운 일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

고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2010년 베트남 

팬코비나 생산기지에 파견 근무할 때였

던 것 같습니다. 당시 관리책임자로서 현

지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정말 열심

히 많은 일을 하였고, 나름의 성과도 거

두었습니다. 현지 금융을 적극 활용, 본사

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 일에서부터 급여

지급시스템과 경비체제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그리고 심지어 정원조성작업이나 

화장실개수공사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업무를 스스로 기획, 추진하였습니

다. 특히 현지근로자들의 고충 해소와 근

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 간부들과의 소

통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의 불만이나 건

의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였습니다. 직

영식당 운영과 이를 통한 식단 개선, 기숙

사 숙박환경 개선, 사내 방송과 신문 발

행,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을 추진, 노사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창

출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참 

신명나게 일을 했고, 보람도 컸습니다.

주식회사 팬코   홍상표 이사

미주,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할 것

I ·N·T·E·R·V· I ·E·W -  T he L eader s o f  PA 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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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KO주식회사 팬코   신중기 상무

글로벌스탠더드 갖춘 
글로벌 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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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란 기업구성원들의 공동체적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 또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집단의식 및 행

위규범을 총체적으로 뜻하는 것으로, 넓게는 기업

의 경영 및 사업 활동 전반에서 나타나는 전통성, 

일관성 등의 요소까지도 포함한다. 기업문화는 기업의 이미지, 방향성, 목표, 조

직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규범 등을 아울러 특징짓는 개념으로서, 이 역시 기업

의 경영이념이나 철학에 기초하여 인위적으로 생성, 전승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지속적 경영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 발전되기도 한다.

기업문화의 성향과 특징을 결정짓는 주요인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경영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이념의 바탕이 되기 마련인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철학, 방침은 기업문화 형성에 있어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기업문화는 기업의 오랜 역사와 전통, 최고경영자의 철학과 행동의식, 조

직구성원들의 가치성향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생성된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

산이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세계적 기업들일수록 대부분 독창적이고 고유한 기

업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볼 때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어떠한 문화를 지니고 있느냐는 그 기업의 질적 수준과 미래가치

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오늘날 지식기반사회, 창조경영

시대에 기업문화란 기업의 대외 이미지 구축에 핵심요소로 작용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제고, 고객유입효과 등을 통해 경영성과 증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문화
03

기업문화의 
형성과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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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의 기업문화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역동성과 진

취성에 기초한 활력 넘치는 조직풍토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최고경영자의 소신과 철학, 오랜 행동양식

이 조직구성원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하나

의 전통과 같이 형성,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기업이든 최고경영자가 진

취적 사고를 지니고 역동적인 활동을 앞서 전개할 경우 직원들 또한 자연적으로 

이를 본받고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팬코의 사무실이나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해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모든 직원들

이 하나같이 바쁘고 활기차게 움직인다. 이는 해외 각 생산기지와의 업무연계 등으

로 업무량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직원들 스스로가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이다. 회

사 업무란 스스로 찾아서 하려들면 원래 끝이 없는 법이고 늘 바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팬코의 또 하나 특징적 기업문화는 바로 스피드문화다. 이는 일찍

이 1990년대부터 DQCS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면서 팬코 고유의 전통으로 

굳은 것이다. 현대 기업에서는 속도가 곧 효율이고 시간이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특히 생산 활동에 있어 팬코가 다른 기업보다 한 템포 빠른 업무역량과 시

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자 경쟁력이다. 예컨대 팬코에서 스피드경영

을 통해 납기를 단축하면 자체 생산효율 제고는 물론 고객들의 이익까지도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팬코는 20년 넘게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전사 차원에서 스피드경영을 적극 

추진해왔고, 스피드문화는 팬코 고유의 전통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스피드경

영이란 단순히 노동시간이나 강도를 높여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스템

과 프로세스의 부단한 개선 및 혁신, 업무 집중도와 열성도 제고 등을 통해 구현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팬코 직원들은 일반 기업들과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그 업

무집중도와 열성도가 높다보니 항상 바쁜 일과를 보낼 수밖에 없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빠른 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팬코 조직문화의 특징은 직원들 성품이나 매너, 태도 등이 매우 선량하고 

유연하며 품격 있다는 점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직원들 대부분이 착하고 점잖다는 

뜻이다. 현재 팬코에는 팬코가 갑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수많은 

협력업체 및 거래처들이 있지만 이들을 대하는 팬코 직원들의 의식과 자세는 일

반 기업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종속적 관계를 떠나 상호 

팬코의 
기업문화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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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평등한 상

거래 관행이나 풍토 등을 감안할 때 일면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팬코의 

장점이자 나아가 자랑스러움이기까지 하다. 

이외에도 팬코의 기업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직원들의 자유

분방한 복장과 사내 분위기에서부터 적극적 복리후생제도 실시를 통해 정착된 애

사심, 정기 단합대회 및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다져진 공동체의식, 열린경영, 

참여경영 실시를 통한 경영진과의 스스럼없는 소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임원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제반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는 ‘현장경

영’을 통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과 활

동, 의지와 성과들이 한 해 한 해 모이고 쌓여 더욱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

업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팬코는 2009년에 이르러 더 밝고 

힘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

운 청사진인 ‘비전 2020’을 수립, 

선포하였다. 

흔히들 미래비전과 미래목표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예가 

많은데 이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 미래비전이란 미래에 대한 꿈

이고 희망이다. 목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일종의 부담감을 

느끼게 되지만 비전이란 말을 듣게 되면 가슴이 설레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즉 목표라는 말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할 

정량적 개념이라면, 비전이란 말은 실현가능한 미래의 정서적 

꿈이고 희망인 것이다. 

따라서 꿈이 없는 개인과 조직은 진취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갖

추기 힘들뿐더러 명확한 지향의식의 부재로 큰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조직이 각기 나름의 비전과 슬

로건 등을 제정, 공표하는 것은 일면 의례적인 행사나 구호 같

지만, 실제 조직 전체의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의 의지를 북돋우는 데에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팬코가 2009년 제시한 ‘비전 2020’의 주 내용을 보면 다가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세대를 향한 글로벌 의류기업’, ‘젊

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의류기업’으로 도약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매출 10억 달러를 달

성, 조兆단위의 외형을 자랑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이루

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팬코는 이 같은 비전구현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비전

경영목표

-

지경확대

VISION 2020

-

 2020년

매출 1조 원 달성 슬로건
-

전 세계, 
모든 세대를 향한 
글로벌 의류기업

경영이념

-

창조경영

VISION 2020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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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생산기지  
건설 및 운영 현황

팬코의 30년 역사는 그 상징적 의미에서나 실제 활

동에 있어서나 가히 ‘건설과 개척의 역사’라고 할만하

다. 1984년 창업 초기 서울 중곡동 소규모 공장 설립

에서부터 이후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가양동 봉제공

장, 의정부 염색공장, 익산 봉제공장, 부산 염색공장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생산기

지의 설립 및 확장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중 경제교류가 본격화된 1990년

대 중반부터는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

전하기 시작, 1995년 중국 산동성 장구 봉제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청

도에 두 번째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중국 평도에 대단

위 버티컬공장을 건설하는 한편 베트남에도 편직, 염색, 봉제 공정을 일괄 처리하

는 대규모 생산기지를 건설하였다. 이어 2014년에는 미얀마에 또 다시 새로운 봉

제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아시아 동서남지역 3개국에 총 7개의 생산기지를 건설, 

가동 중에 있다. 

팬코는 이처럼 끊임없는 생산기지의 건설, 확장을 통해 오늘날 생산규모와 역량, 

시스템, 시설 면에서는 물론 기술력과 품질, 직원들의 의식 및 노하우 면에서도 세

계 최고 수준의 의류제조기업으로 확고히 그 위상을 구축하였다.  

특히 팬코가 건설한 베트남 버티컬생산기지의 경우 현재 세계 의류기업 관계자들

의 견학 및 시찰 코스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에 건설한 생산기지 역시 한국 

기업의 투자성공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01

생산기지 및 
사업영역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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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는 1984년 창업 이래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대내

외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생산, 영업활동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

내의 고임금현상과 인력난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과 채산성이 약화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1990년대 중반

부터는 부득이하게 해외로 생산거점을 순차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현재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 총 7개 공장을 건설, 240여 봉제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이 같은 생산기지의 확장과 함께 사업영역, 조직규모, 시장범위 또한 크게 확대되

었다. 팬코는 2014년 현재 해외 현지근로자를 포함한 1만 2,000여 명의 인력을 토

대로 생산, 영업 활동에 전력하며 일본 시장은 물론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과 국

내 시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매출규모와 기업역량을 높여

가고 있다.

해외 생산기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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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hdoung

팬코비나 버티컬공장

-

팬코의 베트남 버티컬생산기지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일단 그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총 25만 4,342㎡에 달하는 토지면적과 15만 

2,816㎡에 이르는 건축연면적, 130여 개의 봉제라인, 그리고 5,000여 명의 직원

들이 동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내식당을 비롯하여 드넓은 정원, 멋스런 조

경과 건물디자인 등은 보는 이들을 절로 감탄하게 한다. 

2009년 완공되어 현재 팬코 생산 활동의 중심기지로 발전한 베트남 팬코비나 

버티컬공장은 편직, 염색, 봉제 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공

장으로 연간 편직 1만 5,000톤, 염색 1만 5,000톤, 사염 3,000톤, 봉제 5,000만

pcs의 생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질과 양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기지 면

모를 자랑하고 있다.

VIETNAM

PANKO VINA 
CORPORATION
설 립 년 월 | 2002. 08. 토 지 면 적 | 254,342㎡

소  재  지  | 베트남 빈증성 건축연면적 | 152,816㎡

인       원 | 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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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ANKO

자생기반 구축으로 
독립적 경쟁력 확보해야

I ·N·T·E·R·V· I ·E·W -  T he L eader s o f  PA N KO
팬코가 2002년 베트남에 첫 진출하여 팬코비나를 설립, 현재

의 생산중심기지로 발전시키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팬코

는 당초 미주 시장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팬코비나 공장건

설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미국·베트남 양국 간 정책변화 등으

로 인해 대미 섬유쿼터제가 되살아남에 따라 한동안 생산 활

동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다. 또한 버티컬공장으로의 증축을 

완공한 2009년에 이르러서는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시장상

황이 침체되면서 또 한 차례 경영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하

지만 최고경영자의 선견적 판단과 대응, 임직원들의 열성적 의

지와 노력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현재는 팬코 

생산 활동의 중심기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 빈증성 미푹공단에 위치한 팬코비나에는 현재 8,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생산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은 

무관세로 일본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팬코비나는 버티컬

시스템을 갖춘 본 공장 외에도 별도 부지에 봉제공장과 편직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 가동함으로써 초대형 오더도 자체 

소화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모두 6개의 봉제공장을 잇달아 증설, 생산역량을 대폭 확충하

였다.

이외에도 현지근로자 및 주재원들의 근무편의를 위한 8,742㎡

에 달하는 기숙사동과 식당, 사무실, 휴게실 등을 운영하면서 

베트남 도심에 작은 ‘팬코 타운’을 조성하였다.

한편 팬코는 2016년에는 베트남의 다른 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에 있다. 1~3단계에 걸쳐 현재의 팬코

비나 생산기지보다 1.5배나 더 큰 규모의 생산기지를 건설, 명

실공히 세계 최고의 의류제조기업 위상을 확보한다는 야심찬 

구상 아래 이를 준비 중이다.

팬코비나의 금년도 운영목표와 역점 과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금년도 운영목표는 10%의 생산성향상, 품질안정화, 수지개

선입니다. 역점과제로는 제3공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Capa를 확

대하고 인력을 20% 정도 증원함과 아울러 독립적 영업을 전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팬코비나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면?

관리 인력 중 한국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

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의 현지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언

어소통 등의 문제로 그 속도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근로자들에 대한 통솔, 소통전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

니까?

생산현장의 인력규모가 8,000여 명이 넘다보니 때로는 군 조직

과 같은 엄격한 규율도 필요하고 강한 통솔력도 필요합니다. 그

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일하고 있는 만

큼 관리자들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과의 소통

은 간부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또한 주 2회 정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이용, 현지근로

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 반영하고 있습니다. 

팬코비나의 향후 운영방향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자체 영업활동을 통해 점차 독립적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

입니다. 또한 소재개발팀을 설치하여 R&D 역량을 높이고 부서

별 독립채산제 운영을 통해 업무효율과 성과, 직원들의 책임의

식을 제고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와 아울러 현지화를 추진

하되 인력현지화와 업무현지화를 병행, 추진하는 한편 비용절감 

및 생산효율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의 소싱이나 생산의 외주 비

중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팬코비나에 대해 소개와 자랑을 간략히 하신다면?

2009년 완공 후 현재 팬코 생산활동의 중심기지로 발전한 베

트남 팬코비나 버티컬공장은 편직·염색·봉제공정을 일괄 처리

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 수준입니다. 연간 편직 1만 

5,000톤, 염색 1만 5,000톤, 사염 3,000톤, 봉제 5,000만pcs의 생

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규모와 시설 면에서는 물론 생산능력 면

에서도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팬코 창립 30주년에 대한 축하와 기대의 말씀을 하신다면?

팬코 창립 30돌을 맞아 팬코의 30년 역사가 300년을 넘어 영

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더 한층 의지를 다지고 

노력하는 시점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팬코 30주년을 진심

으로 축하합니다. 

팬코비나 법인장   김흔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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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편직 생산량 1만 5,000ton/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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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팬코비나 제3공장인 편직공장 완공과 더불어 생산

관리책임을 맡아 현지에 부임하셨는데, 먼저 부임 시의 느낌이

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팬코비나 생산기지가 얼마나 대단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

는지는 백문이 불여일견, 현장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만 보다 정확히 그리고 생생히 그 감동과 위상을 느끼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웅장한 생산기지 규모와 첨단설비, 임직

원들의 일에 대한 무한열정에 저는 부임과 동시 큰 감명을 받

았습니다. 세계 의류산업을 리드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베트남

에 편직, 염·가공, 봉제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버티컬생산시스

템을 구축한 것은 지난 30년 간 팬코의 부단한 기술축적과 경

험을 통해 이루어진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통해 팬코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의

류제조기업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근무각오 및 업무추진방향,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팬코비나는 금년 5월 1일부로 제3공장을 준공, 편직부서를 독

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편직공정은 의류제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니트원단을 생산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에 공

장 내부의 KNITTING 조건을 최상화하기 위하여 기계 MODEL

별 LAY-OUT 및 각종 유틸리티를 현대화하여 품질안정 및 생

산성 향상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완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팬

코비나 편직공장은 단일 편직공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

한 편직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바이어들의 다양한 니트 원

단 요구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생산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편직기의 편성요소인 NEEDLE, 

CYLINDER 등 기계 정비 및 관리업무도 체계화하여 원단품질 

안정 및 불량률 감소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업무상의 애로점이나 본사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회사 근무시간외에는 개인 시간이 없는 편입니다. 워낙 할 일

이 많다보니 휴일에도 거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개발과 개인적인 취미생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창립 30돌, 장년기에 이른 팬코에 대해 축하와 기대의 말씀을 

하신다면?

끊임 없는 도전, 변화와 혁신, 불굴의 집념과 노력을 통해 오늘

날 팬코가 3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 세계 일류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전력해오신 회장님과 선후배 임직원들

에게 우선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 역시 이제 팬코의 일원

으로 합류한 만큼 앞으로 팬코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GLOBAL 
      PANKO

생산효율화로 
글로벌경쟁력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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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비나 편직부   채성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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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염색 생산량 1만 5,000ton/year 어떠한 소재의 원단도 양질의 제품생산 가능한 기술전개 및 일발률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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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칼라매칭기에 의해 분석된 정확한 색상 배합으로 최고의 품질을 실현하며 

상·고압 염색기 및 사염기, 텐타기 등을 운영하여 연간 1만 5,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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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00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염색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은 베트남 환경부의 A급 기준조건에 맞도록 

최첨단 공법과 설비를 활용, 친환경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금년 5월부터 팬코비나 염색공장의 생산관리업무를 맡으시게 

되었는데, 부임 시 현지 생산기지 전경, 직원들 분위기, 조직문

화, 근로자들 근무모습 등을 둘러보시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

해주십시오. 

생산기지의 규모와 시설, 업무시스템, 근무환경 등을 둘러보면

서 한마디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쾌적

하고 편리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현지근로자들을 보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

시 팬코 특유의 문화이고 저력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세심한 배려 속에 직원들이 자발적, 유기적으로 협동하

면서 즐겁고 편안하게 작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경천애인’이

라는 사훈의 진정성과 팬코 30년 지속성장의 비결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근무각오 및 업무추진방향,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팬코는 본사를 한국에 두고 있지만 생산기지는 모두 해외에 있

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수출하는 회사이기에 명실공히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에 맞게 그 운

영 또한 철저히 현지화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반 업무체제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어 

표준화하고 공정프로세스도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맡고 있는 염색공장의 경우 어떠한 

소재의 원단도 양질의 제품생산 가능한 기술전개 및 일발률확

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입니다. 

또한 1일 폐수처리 용량 5,000톤을 기준으로 매일 50톤의 제

품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상의 애로점이나 본사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어떤 조직에서 어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든 애로사항이야 조

금씩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항상 모든 일을 긍정

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직까지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의사표출하기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겠지

요?(웃음) 

창립 30돌, 장년에 이른 팬코에 대해 축하와 기대의 말씀을 

하신다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팬코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

난 30년간 섬유산업 외길을 달려 오늘날 세계적 수준의 기업

으로 우뚝 선 팬코의 당당한 위상에 팬코인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최영주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

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뒤늦게나마 존경의 마음을 표합

니다. 저 역시 앞으로 회사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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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제고, 
업무표준화 위해 전력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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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봉제 생산량 5,000만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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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질로 완성, 포장한 후 검침 등의 검수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들어진 옷은 철저한 규격 검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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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비나에 재임하시는 동안 특별히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생산라인의 정상화, 활성화를 통해 품질 및 생산체제의 안정

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현지근로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노력

을 통해 이들이 점차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는 모습

을 지켜볼 때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회사 주변 및 현

장 작업환경 개선, 전 직원 예절교육 등으로 회사의 대내외 환

경 및 이미지가 좋아지고 달라질 때도 기분이 흐뭇합니다. 팬

코비나는 그동안 이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

재 베트남에서 직원 입사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동종기업으로

부터도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소신과 행동철학은 무엇입니까?

‘하면 된다’는 신념과 ‘할 수 있다’는 의지 그리고 ‘해야 한다’는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빠르게, 될 때까지 한다는 집념

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신념, 노력을 통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 바이어가 찾아오는 회사로 발전시키는 것

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진출 국내 동종기업 중 팬코비나만이 지닌 강점, 장점

이 있다면?

우선 편직, 염색, 봉제공정을 한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버

티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자 자랑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 생산

효율과 품질,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지 인력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점과 근로자들의 애사심, 주인의식이 높은 점 등도 팬

코만의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 및 전략,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바이어들에게 팬코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 ‘팬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질, 납기, 가격 등이 바

이어의 요구수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품질제고와 납기

엄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과 노력이 팬코비나가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팬코비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2000년대 초반 글로벌시장 개척 전진기지로 팬코비나를 설립

한 이후 그동안 임직원들의 오랜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팬코비

나는 오늘날 팬코 생산활동 중심기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앞으

로도 이러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팬코비나는 머지않아 

세계 최고 의류기업으로 도약하리라 확신합니다.  

GLOBAL 
      PANKO

‘할 수 있다’는 의지,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I ·N·T·E·R·V· I ·E·W -  T he L eader s o f  PA N KO

팬코비나 봉제부  김상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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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8,0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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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비나에 부임하신 후 특별히 뜻 깊었던 일, 보람 있었던 일

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팬코에 입사한 이후 어느 한순간도 안일하고 나태한 자세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부서에서 근

무하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생활하였습니다. 회사의 30년 역

사가 그러하듯 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

하는 나날의 연속이다보니 그에 맞추어 모든 임직원들 역시 나

름의 개척의지와 도전정신을 지니고 적극적, 열성적으로 업무

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보람 또한 그만

큼 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팬코비나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생산기지와 설비확장을 통해 생산역량을 높여감으로써 해외 

바이어들의 어떠한 오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

추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 저 역시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것

이 큰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업무상 애로점이나 회사에서 개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팬코는 의류제조수출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은 물론 생산활동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팬코의 생산활동은 모두 해외 생

산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직원들 역시 생

산현장에서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 직원들의 해외 순환근무제도를 도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 영업활동 전반이 해외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글로벌기업에서 해외근무를 기피하고 국내업무를 

희망하는 것은 팬코의 경영이념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효율 및 성과증대, 임직원들의 글로벌역량 제고를 위해서

도 해외 순환근무제의 도입은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현지근로자들의 근무의욕증진, 복리향상, 단합된 조직문화 창

달을 위해 실시 중인 제도나 전략, 행사 등이 있으면 소개해주

십시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팬코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크

고 작은 다양한 사내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부

부직원들에게는 특별히 가족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

며, 이밖에도 사내 식당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 휴게시설을 다

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소재지 주변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해외에

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GLOBAL 
      PANKO

해외 순환근무제 도입, 
글로벌 역량 제고해야

I ·N·T·E·R·V· I ·E·W -  T he L eader s o f  PA N KO

팬코비나는 직원들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경을 갖추고 있으며, 5,000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내식당의 직접 운영과

장기근속 부부직원에게는 가족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팬코비나 관리부   최재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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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du

PANKO(QINGDAO)
CORPORATION

평도팬코 버티컬공장

-

팬코가 창업 이래 숙원과제였던 버티컬생산기지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설립을 추진, 2007년 완공한 중국 평도팬코 버티컬공장은 팬코의 첫 

해외 일괄생산기지 건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리고 이는 당시 한국 의

류기업 중에서 비교적 빨리 중국에 버티컬생산기지를 건설한 사례이기도 하였다.

2007년 6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평도팬코 버티컬공장은 편직, 염색, 봉제 공정을 

모두 한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생산노하우의 결정체로서 토지면적 9만 

1,004㎡, 건축연면적 7만 2,624㎡ 규모에 건설자금만도 총 2,000만 달러를 투자한 

대단위 생산기지였다. 또한 여기에 직원들을 위한 병원과 교회, 식당, 휴게실 등 

각종 복지시설까지 설치, 운영함으로써 일터와 삶터의 복합적 기능을 갖추게 되

었다. 

설 립 년 월 | 2005. 06. 토 지 면 적 | 91,004㎡

소  재  지  | 중국 산동성 평도시 건축연면적 | 72,624㎡

인       원 | 1,900명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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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는 평도 버티컬공장 설립을 계기로 생산체제의 안정화, 효율화, 양산화 기반

을 다지게 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에 더욱 속도를 가하였다. 본사 

영업부서에서는 바이어가 요구하는 신소재 발굴을 위해 국내외 염·편직 시장을 

밤낮없이 뛰어다녔으며, 경쟁업체보다 샘플을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단 하루라도 납기를 앞당기기 위해 전 직원들은 휴일도 잊은 채 업무에 전력하였

다. 팬코의 이 같은 노력은 바이어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고, 고객들 사이에서

는 ‘팬코에서 안 되는 일, 못 하는 일은 어디에서도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

도로 신뢰를 쌓았다. 특히 팬코인들의 프로정신에 기초한 스피

드와 제안활동, 품질제고 열정은 팬코의 핵심역량으로 축적, 

전승되어 오늘날 바이어들에게 ‘베스트 팬코’라는 호평을 받는 

밑거름이 되었다.    

현재 평도팬코 버티컬공장의 시설 및 생산능력현황을 살펴보면 

편직공장의 경우 편직기 150여 대를 설치, 연간 9,000톤 이상 

니트류 생산이 가능하며, 염색공장 역시 약 9,000톤의 니트류 

염색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봉제공장은 봉제기계 1,500대를 

설치, 연간 1,400만pcs의 니트류를 봉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

하고 있다. 

생산인력의 경우 2014년 현재 1,900여 명 현지근로자들이 근무

하고 있으나 중국 노동시장의 지속적 임금상승에 따라 이후로

는 저임금국가인 베트남과 미얀마 공장에서의 생산 비중을 높

이는 반면 중국 공장 생산인력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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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도팬코의 금년도 운영목표와 역점 과제는 무엇이며, 현재까

지의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중국에 진출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플레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3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같은 여건 하에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하려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합니다. 즉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팬코는 앞으로 중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

하려면 현지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기업으로부터의 주문 생산 등을 통해 자

생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도팬코의 경우 금년 상

반기까지의 실적은 일본 시장의 판매 감소와 환율변동 등으로 

미흡한 편입니다. 생산성향상과 인력축소, 비용절감 등을 통해 

이를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현지 근로자들에 대한 통솔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팬코의 기업문화와 경영방침을 투명하게 보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코 역시 기업이다보니 당연히 회사 이익을 생각하

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익이 발생되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현지인 관리자들에게 경영현황을 설명함과 아울

러 또한 그들에게 요구할 사항들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들과는 봄, 가을 운동회나 음악회 행사

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서별 회

식자리 등도 자주 마련, 직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

다. 현지근로자들 역시 이 같은 회사의 노력을 잘 알고 있기 때

문에 애사심과 업무에 대한 열성이 높은 편입니다.  

생산성 증대, 품질제고, 납기준수, 원가절감을 위한 전략은 어

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생산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

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 부문에서 로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

전에 계획하고 예측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개선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준비된 계획과 더불어 직원들에

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

력을 하고, 당초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어떤 방식

으로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보상시스

템 그리고 인간적 배려 등이 뒤따를 때 생산성향상과 품질제고

는 물론 납기단축, 원가절감 등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 수 1,900명

구내식당의 직접 운영 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무실 직접 운영으로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며, 

주재원 등 평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한인교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도 실천하고 있다. 

GLOBAL 
      PANKO

중국 현지 시장개척 통해 
경쟁력 확보할 터

I ·N·T·E·R·V· I ·E·W -  T he L eader s o f  PA N KO

평도팬코 법인장   강선혁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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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편직 생산량 9,000ton/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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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염색 생산량 9,000ton/year 실험실 염료자동조획장치의 정밀한 색상 배합으로 

원단 특징에 맞는 정확한 발색을 실현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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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봉제 생산량 1,400만pcs
1,600여 명의 봉제부 인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봉제, 검수, 다림질, 개별포장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개별포장 후 랜덤으로 실행하는 재검사를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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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팬코

-

평도 버티컬공장이 팬코가 해외에 처음 건설한 버티컬생산기지라면 청도공장은 

팬코가 중국에 설립한 최초의 자사 소유 봉제공장이었다. 청도공장 설립 이전인 

1995년 산동성 장구시에 봉제공장을 설립, 약 3년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임차공장으로서 시설규모도 크지 않았고 생산능력도 미비하였다.   

팬코는 1998년 5월 국내의 고임금현상과 인력난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생산원

가 절감, 가격경쟁력 제고, 생산효율 향상 등을 위해 중국 청도에 신규 공장을 

설립함과 아울러 산동성 장구시에 설립, 운영해오던 임차 봉제공장 시설을 신규 

설립한 청도공장으로 이전, 통합하였다. 

CHINA

Qingdao

QINGDAO PANKO 
APPAREL Co., Ltd
설 립 년 월 | 1998. 05. 토 지 면 적 | 25,707㎡

소  재  지  | 중국 산동성 청도시 건축연면적 | 27,938㎡

인       원 | 1,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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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도팬코 공장은 한국기업이 운영하던 봉제공장을 인수, 

설립한 것으로 팬코의 해외 시장개척과 글로벌경영의 시발점이 

되었다.

현재 청도팬코는 공장운영의 역사가 깊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

를 지닌 만큼 정밀한 기술작업이 요구되는 본사의 중요 오더 

또는 신규오더인 경우 실험생산 등을 통해 공정 및 기술상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 확인하고 생산효율 제고를 도모하는 역할

도 수행하고 있다.  

청도팬코 봉제공장의 정식 법인명칭은 청도팬코복식유한공사

로, 현재 토지면적 2만 5,707㎡, 건축연면적 2만 7,938㎡에 달하

는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인력규모는 현지 근로자와 주

재원을 합쳐 모두 1,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녕팬코

-

팬코는 1998년 청도공장, 2007년 평도공장 건설에 이어 2010

년 중국 산동성 제녕시에 또 다시 새로운 봉제공장을 설립하였

다. 당시 중국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연

안지역 중심에서 내륙지역 위주로 산업인프라를 확충, 외국기

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다. 이에 팬코는 지속적 오더 증가에 

따른 생산물량 소화를 위해 내륙과 연해沿海를 연결하는 물류

교통의 요충지인 제녕시에 130만 달러를 투자, 새로운 봉제공

장을 설립한 것이었다.

현재 제녕팬코에는 중국 현지근로자 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

으며, 시설규모는 토지면적 4만 8,000㎡, 건축연면적 1만 1,692㎡ 

규모에 16개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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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사업부 총괄  전성훈 사장

효율적 생산체제 운영 통해 
경영성과 제고할 것
I ·N·T·E·R·V· I ·E·W -  T he L eader s o f  PA N KO

탁월한 경영역량과 글로벌감각을 지닌 전문경영인으로 

팬코 성장기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비롯하여 회사의 대내외 업무 전반을 성공적으로 추진, 

팬코 도약기반 구축에 밑거름 역할을 해온 전성훈 사장.   

현재 중국 생산사업 전반을 총괄 지휘하며 글로벌기업역량 제고를 위해   

전력하고 있는 전성훈 사장을 만나 현지 사업의 운영상황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청도팬코의 2014년 운영목표와 역점과제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운영목표는 생산성 향상 및 품질안정화, 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제고입니다. 또한 역점과제로는 현지관리자 육성을 

통한 업무효율화, 부서별 생산실적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부서의 재편 등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와 이를 통한 생산극대화 

그리고 다품종 소로트(LOT) 생산체제에 따른 생산성 제고 및 

수익성 개선 등입니다.

청도팬코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건비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이며, 

둘째는 기능공 이탈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안정화가 미흡한 점

입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가 다르다보니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지근로자들과의 소통방식이나 이들에 대한 특별한 통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현지근로자들을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통솔, 지

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지근로자들 중 근무의식과 태

도가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 육성하여 이들에게 

현장관리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통도 보다 원

활해지고 업무효율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주재원과 이들 현장관리자들이 회의를 통해 업무협

의와 함께 제반 문제들을 의논하는 방식으로 소통경영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대, 품질제고, 납기준수, 원가절감을 위한 전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팬코의 핵심역량인 DQCS 정신과 체제에 입각하여 생산성 향

상, 품질안정, 납기단축, 원가절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철저히 공정을 분석, 특성화된 라인 운영을 통해 

안정된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적인 피드백을 실시, 생산현장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한편 

LOSS방지를 위해 사전 원·부자재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사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불필요한 잔업을 절제하는 

등 효율적 생산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특히 직원들을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팬코의 사훈과 회장님 경영철학이 ‘경천애인’이잖습니까. 특히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든 반드시 지니고 실

천해야 할 기본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상대가 한솥밥

을 먹는 직원들일 경우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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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1,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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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봉제 생산량 1,320만pcs
청도팬코는 팬코의 글로벌경영 시발점으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요 오더의 실험생산 등을 통해 공정 및 기술상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여 생산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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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KO MYANMAR 
CORPORATION

MYANMAR

Yangon

팬코미얀마

-

팬코는 2014년 초 미얀마 양곤시 지역에 니트와 우븐 각 12개 라인을 갖춘 새로

운 봉제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제반 준비에 착수하였다. 

미얀마는 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약 5,000만 명, 국토면적은 67

만 6,578km²에 달하며, 국민소득수준이 낮아 저임금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유럽연합의 일반 특혜 관세

제도 적용에 따른 관세감면 혜택이 있어 한국의 봉제기업들이 다수 진출하였다. 

팬코 역시 미얀마의 이 같은 투자환경을 활용, 미주 및 유럽 시장개척의 전진기

지로 삼고자 미얀마에 신규 생산기지 설립을 전격 결정하게 된 것이었다. 

미얀마 봉제공장은 2014년 말 가동을 목표로 총 200만 달러를 투자, 현재 설립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장건설규모는 토지면적 1만 8,413m², 건물연면적 약 

1만 1,000m²에 총 24개 봉제라인을 설치, 완공 후 1,300여 명의 생산인력을 투입

할 계획이다.

설 립 년 월 | 2014. 10. 토 지 면 적 | 18,413㎡

소  재  지  | 미얀마 양곤시 건축연면적 | 11,000㎡

인       원 | 1,300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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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장 현황
02

팬코는 창업 이후 의류제조수출사업에 주력함과 

아울러 사업다각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원에

서 해외 명품브랜드 라이선스사업, 중국 현지시장

에 대한 독자브랜드 제품 판매사업도 꾸준히 추진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한국에 팬코E&D, 월드플래닝 등 별도법인을 설립,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신소재 발굴 및 구매업무 등을 통해 본사 사업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는 대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각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팬코E&D

-

팬코가 중국 현지법인 팬코E&D를 설립한 것은 2009년이었다. 이는 평도 버티컬

공장 설립 이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류제품에 대해 ‘르팬LEPAN’이라는 팬

코의 독자브랜드를 부착, 중국 현지시장을 공략하기 위함이었다.

팬코는 2009년 3월 중국 청도에 판매법인을 설립함과 아울러 매장 3곳을 오픈

하였다. 이후 현지 시장반응이 좋아지면서 매년 1~4곳씩 매장을 확장, 2014년 현

재 모두 18개의 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팬코E&D는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 3명을 포함, 현지 직원 32명 등 총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북경, 천진 등으로 매장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별도법인 및 
지방사무소 
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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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E&D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현지 시장판매를 위해 별도법인

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맡게 된 배경

과 계기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원래 경영학과 출신으로 본사 관리

부서에서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2009년

부터 중국 브랜드사업 시작과 함께 이 사

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판매유통 역시 전

문 영역인 만큼 당시 회사에서 외부 전문

가를 영입,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겠으

나, 굳이 내부인에게 맡긴 것은 팬코의 노

하우 축적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의도

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즉 내부 직원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할 경우 다소 힘

은 들겠지만 나중에 노하우와 사람이 남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를 영

입,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혹 성과를 거두

지 못하면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지요. 아무튼 이

제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생산과 수

출이 벼농사라면 판매유통은 대나무 농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씨를 뿌

린 후 5년 동안은 뿌리가 옆으로만 자랍

니다. 그리고 5년 이후부터 서서히 자리

를 잡으면서 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이 사업을 맡은 지 5년이 지났습니

다. 이제는 그 싹을 틔어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영업방식이나 전략, 성과 등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초기에는 단순히 잉여생산품을 소

진하기 위해 도소매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2011년부터 브랜드사업으로 본격 전환하

였습니다. 즉 연령이 조금 높은 층에서 2, 

30대의 젊은 층으로 소비층에 대해 명확

한 타깃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판매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상품성의 한

계 때문에 아직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몰(MALL)에서 먼

저 매장개설 제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임대매장 5개, 몰과 마트와 같

은 수수료매장 13개 등 직영매장 18개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 매출목표는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매출목표는 8, 9억 정도입니다. 세

계적으로 경제환경이 어렵다보니 비단 우

리 회사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쇼핑몰

의 타 의류브랜드 매출도 감소하는 실정

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히 어려운 점

이 있다면?

상품성, 즉 잉여생산품의 한계입니다. 자

체 기획과 디자인을 하고는 있지만 잉여

원자재를 사용하다보니 늘 소재의 한계

성에 부딪힙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또 섣불리 자본을 투자

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

으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는 생산이 아

닌 브랜드 유통이 더 유리하다는 점에 대

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내외 

경영환경을 감안, 새로운 성장활로를 모

색하고 있습니다. 

GLOBAL 
      PANKO

브랜드사업의
새로운 성장활로 모색할 것

I ·N·T·E·R·V· I ·E·W -  T he L eader s o f  PA N KO

팬코E&D   한철준 이사

Roberta di Camerino

-

1943년 Giuliana Coen Camerino에 의해 이태리 베니스에서 탄

생된 세계적 유명브랜드 ‘Roberta di Camerino’는 이태리 베니

스의 예술혼이 스며있는 ‘살아있는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며, 베

니스 영화제, 산마리노 광장과 함께 베니스의 3대 명물로 알려

져 있을 뿐 아니라, 디자이너 브랜드로서 가장 전통있는 브랜

드이다. 베니스 깃발에 나타나는 Green, Red, Navy의 삼색을 

주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으며 브랜드 로고인 ‘R’마크와 벨트모

양의 심볼도 그녀의 독창적 예술성을 통하여 다양한 디자인으

로 표현되고 있다.

1956년 패션의 오스카상인 ’NEIMAN MARCUS’을 수상하여 유

럽과 미국에 명품으로 각인되었으며, 1960년 ’TIBERIO D’OR 

황금상’ 수상, 1973년에는 ‘GOLDENE INTERCHIC MEDALLE’

을 수상, 1976년 ‘INTERNATIONAL MASTER OF FASHION 

AWARD’을 수상하고, 끝없는 창의력으로 격찬을 받는 토탈 패

션 브랜드이다.

1996년 팬코가 이태리 본사와 직접 한국의 MASTER LICENSE 

계약 체결, 본격적으로 브랜드 전개를 시작하였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PRESTIGE층을 대상으로 이태리 여성복라인과 악세사

리를 포함한 전 라인을 직수입하여 주요 백화점에 로열부티크

를 전개한바 있으며, 현재는 골프웨어, 선글라스, 스카프, 넥타

이, 우산, 장갑, 타올, 와이셔츠, 방향제 등 국내 SUB-LICENSE 

업체가 백화점, 전문점 및 온·오프라인 등 주요 시장에서 성공

적으로 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대구사무소

-

팬코는 2012년 섬유도시 대구지역에 신소재 개발 및 구매, 섬

유시장 정보 수집업무 등을 전담할 본사 직할사무소를 개소하

였다.

대구사무소에는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상주하며 대구지

역의 시즌별 우븐 원단 소싱, 바이어 요청 원단 스펙 및 단가 

확인, 바이어 제안용 복종별 원단 수배 발송, 우븐 시직 및 시

가공 진행, 대구지역 섬유시장 정보수집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의 주요 업무 추진내역으로는 유니클로 블라우스

용 우븐 오더 진행,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및 휠라코리아 바지 

및 자켓용 패치 원단 오더 진행을 비롯하여 CP 블라우스 및 

원피스용 우븐 오더 및 유니클로 부자재감 우븐 원단 오더 등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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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 및 고객 현황

팬코의 현재 영업형태 및 방식은 일반기업과 다소 

다르다. 흔히 영업 활동이라 하면 영업직원들이 일

일이 고객을 찾아다니며 수주하는 것을 연상하기 

쉽지만 팬코의 경우 고객들이 먼저 팬코로 찾아오

는 예가 더 많다. 바이어의 오더 역시 무조건 승낙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오더, 

대형 오더, 부가가치가 높은 오더, 지속가능한 오더 위주로 선별, 수주에 임한다. 

또한 바이어의 일방적 주문대로 제품을 생산, 납품하지도 않는다. 보다 효율적이

고 우수한 소재와 색상, 디자인 등을 바이어에게 적극 제안함으로써 최고의 제

품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현재 팬코의 ODM생산비중이 50%에 근접하는 

것도 이 같은 노력과 정성 때문이다. 

태생적으로 바이어의 주문에 의해 생산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OEM기업으로서 

고객들에게 이 정도의 신뢰와 인정, 평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얼마만큼 노력과 열

성이 투입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쉬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팬코가 앞으로 영업 부문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도 없지 않다.

팬코의 시장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면 현재 일본 시장 영업을 통한 매출비중이 

높고, 그 또한 특정 바이어에 집중되어 있다. 비즈니스의 성패란 기업 자체적 역

량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의 좋은 상황 역시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나

날이 급변하는 대외 경영환경 등을 감안할 때 시장다변화를 통한 매출증대, 시

03

영업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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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편중으로 인한 리스크관리 전략은 팬코가 반드시 추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팬코는 그동안 미주, 유럽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으

나 일본 시장 영업에 사력社力을 집중하다보니 성과가 부진하였다. 하지만 장기적

으로 마켓규모가 큰 미주, 유럽 시장을 개척하지 않고는 매출 및 경영의 안정화, 

기업의 지속성장을 확신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미주, 유럽 

시장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전문영업요원을 영입, 집중 양성해야 함은 물론 

전략적 소재의 기획 및 개발 기능도 적극 강화해야 한다. 영업성과란 기업의 우수

한 생산기반과 시스템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시장의 접점에서 회사와 고객을 효

과적으로 연결하는 역할 및 수단은 결국 인적 역량과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자 팬코는 현재 ‘준비된 영업, 미래를 대비한 영업’이라는 

방침 하에 전 직원들이 다각적 노력을 경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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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님께서는 그동안 해외 영업활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에 임하는 기본철학

이나 자세 또는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회장님께서는 항상 ‘준비된 영업만이 팬코의 무기다’라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러한 경영지침을 늘 가슴에 새기고 영업인으

로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응할 수 있는 준비자세를 갖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고객에 대한 책임감, 중책에 

대한 사명감, 직원들의 기대감 등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팬코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은 주로  

어떤 점들입니까?

새로운 소재기획력과 안정된 품질, 납기엄수, 대단위 생산기지 

및 첨단시스템 운영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역량 

등이 팬코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2012

년 6월 중국에서 개최된 유니클로의 정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기존에 전혀 없었던 ‘니트라이크

(Knit Like)’라는 신소재를 제

안, 상당량의 오더

를 수주하는 성과

를 거두기도 하였

습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140여 종의 

신소재를 개발함과 아

울러 다양한 색상, 디자인의 제품을 기획, 바이어들로부터 호평

을 받고 있습니다.   

팬코의 최대 고객인 유니클로 영업을 전담하시는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 또는 소개하고 싶은 일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2000년대 초 유니클로를 처음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상담을 진

행해본 결과 역시 성공기업의 경우 직원들 자세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

한 사업파트너로서 납품기업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해주었습니

다. 이 같은 상호 협력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팬코 역시 유니클로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정성을 기울이게 되고 또한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돈독한 신뢰가 구축된 것 같습니다.

향후 팬코의 매출증대를 위해 해외 영업활동은 어떤 방향, 어떤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일본 시장에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미주, 유럽 시

장을 본격 개척함으로써 매출의 안정화와 함께 명실공히 글로

벌 의류수출기업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

년 동안 팬코가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기업저력으로 

볼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미얀마 생산기지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 글로벌시장에서 팬

코의 역량과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팬코는 금년도 매출목표를 3억 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목표달성 전망 그리고 내년도 매출목표는 어느 정

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금년 매출목표를 3억 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만,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목표치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반기부

터는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자 합니

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9월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매출목표는 금

년 대비 10% 정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팬코는 그동안 일본 시장 수출에 주력해왔습니다. 미래 더 큰 

도약과 일본 시장 편중에 따른 리스크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어떤 영업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팬코는 그동안 유니클로를 비롯하여 일본 주요 기업들을 대

상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특혜관세제도

(GSP)가 적용되는 미얀마 생산기지 건설을 계기로 미주,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 시장을 제외한 타 지

역 매출이 15%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를 3, 40% 정도까지 확대

할 예정입니다. 

팬코는 미주와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왔

습니다만, 그 성과가 다소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미주, 유럽 시장 개척이 부진했던 이유는 일본 시장 수출에 주

력하다보니 아무래도 타 지역에 대한 영업집중도가 떨어졌고, 

미주, 유럽 시장에 대한 쿼터나 관세제도 역시 그동안은 시기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말부터 미

얀마 공장 가동을 계기로 시장다변화 전략을 적극 추진, 영업성

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안정적 오더확보를 위해서는 신규 거래선 개척과 함께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팬코의 고객만족전략

은 무엇입니까?

고객만족이란 기본적으로 품질제고, 납기준수, 적정가격 제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고객과의 인간적 신뢰를 바탕

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팬코는 주요 거래처와 상생공영의 돈독한 파트너십 구축

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코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시는 동안 특별히 뜻 깊었던 일,  

크게 보람을 느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업책임자로서 회사의 매출이 증대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했을 

때가 아무래도 가장 기분이 좋고 보람이 큽니다. 또한 직원들이 

점차 성장하여 저마다의 역량을 발휘, 실적을 올리는 모습을 지

켜볼 때도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GLOBAL 
      PANKO

탁월한 소재기획력과 
프레젠테이션 역량

I ·N·T·E·R·V· I ·E·W -  T he L eader s o f  PA N KO

GLOBAL 
      PANKO

시장다변화전략으로 
안정적 매출증대 실현할 것

I ·N·T·E·R·V· I ·E·W -  T he L eader s o f  PA N KO

신소재 니트라이크로 만들어진 제품

주식회사 팬코   박병희 이사주식회사 팬코   변재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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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현황과 역량

-

편직, 염색, 봉제 등 의류제조 공정은 주로 최신 기계설비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

지므로 팬코의 R&D활동은 일반 부품이나 소재 생산기업들과는 부문을 달리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MARKET RESEARCH, ITEM DEVELOPMENT, PRESENTATION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시장조사의 경우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 도·소매시장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정보수집을 통해 최신 패션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바

이어 및 일반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하여 제품기획과 생산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섬유박람회, 전시회 등에도 기업 차원에서 직

접 참가, 소재 및 제품을 전시하거나 직원들을 참관하도록 하여 글로벌의류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다. 

아이템 및 제품개발에 있어서는 시장트렌드와 바이어의 니즈가 반영된 다양한 원

사를 소싱, 자체 염·편직시설을 활용하여 기능성 스포츠웨어 원단, 친환경 원단, 

웰빙형 원단 등 동종 기업들과 차별화된 원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그래픽디자인 작업을 통해 스타일과 디자인 등의 면에서 선진국 시장에 맞는 세

련되고 고급스러운 의류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팬코의 또 다른 강점 중 하나는 바로 프레젠테이션 역량이다. 해외 

유력 바이어들을 상대로 대형 오더를 수주하려면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프레

젠테이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팬코는 프레젠테이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4회 

이상 사내 프레젠테이션대회를 실시하는 등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기획, 진행역량

의 배양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3년 6월 중국에서 개

최된 유니클로의 정례 제안 컨퍼런스에서는 신소재 및 신제품 기획·개발 내용 등

을 중심으로 영어, 일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여 원더풀 박수와 함께 당초 배정

받은 시간에 1시간의 추가 시간을 배정받는 한편 다양한 오더상담을 추진하는 성

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처럼 팬코는 제품, 기술, 생산능력 면에서는 물론 소재기획력과 프레젠테이션 

역량 또한 뛰어난 기업으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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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고객 현황

-

OEM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 고객이 어떤 기업인가 하는 점도 중

요하다. 고객의 면면을 보면 그 기업의 제품수준이나 기술적 역량 등에 대한 일단

의 신뢰도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팬코는 창업 이래 주생산품목인 여성용 티셔츠를 비롯하여 스웨터, 점퍼, 원피스, 

블라우스, 바지 등 다양한 니트웨어Knit Wear제품들을 OEM 또는 ODM 방식으로 

국내외의 주요 SPA기업에 납품해왔다.

팬코의 해외 주요 고객기업들을 보면 우선 최대 고객인 일본 유니클로를 비롯하

여 시마무라, 무인양품, 이토요카도, 이온 등 5대 의류업체 그리고 미국의 

WALMART, GAP, TRAGET와 같은 유명기업에도 제품을 납품하였다. 

팬코가 이처럼 세계적 명성을 지닌 기업들과 오랜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다는 것은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제품이나 기술적으로 탁월한 역량은 물론 확고한 신뢰

도를 갖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팬코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시

장과 함께 국내 시장에도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 시장의 경우 패션그룹 형지를 비롯하여 영원무역, 

이랜드,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유명의류기업에 다양한 의류제품

을 납품하고 있다. 

기업 홍보

-

팬코는 2000년대 이전의 경우 해외 기업들로부터 OEM오더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전문기업이다보니 일반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처럼 대중적인 제품광고나 기업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가끔씩 수출국

인 일본의 경제신문 또는 국제섬유신문과 같은 전문매체에 기

업이미지 광고를 게재하거나 외국 바이어 제공용 브로슈어 등

을 제작하는 것이 홍보활동의 전부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내수 시장을 적극 개척함과 아울러 

글로벌 선진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수주 증대, 유능한 인재확보 등을 위해 점차 홍

보활동의 비중을 높여갔다. 이에 따라 국내 섬유의류업계 전문

지 및 경제지 등에 기업광고를 자주 게재하는 한편 각종 매스

컴의 취재, 인터뷰 요청도 적극 수용, 기업 현황과 위상, 업적 

등을 일반에 널리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체 사옥마련과 

대단위 해외 생산기지건설 같은 큰 성과를 이룰 때마다 홍보동

영상을 제작, 바이어 및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주요 행사 개최 시 방영함으로써 효과적인 홍보성

과를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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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는 경영, 생산 활동부문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대내외 고객과의 소통 확대, 업무프로세스 

혁신, 생산성 향상을 위해 ERP시스템, 인트라넷, 국

제화상회의시스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정보인프라

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팬코의 정보인프라 구축작업은 인터넷기술과 문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부

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업

그레이드 작업을 실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팬코의 주요 정보인프라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ERP시스템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으로 기업의 생산, 인사, 

재무, 영업 등 다양한 경영자원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ERP시스템을 자사의 업종 및 조직, 업무

방식 등에 따라 최적화하여 구축, 운영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팬코는 1999년 본사 ERP시스템을 최초로 구축, 매년 기업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해왔다. 2000년대 초에는 4억 원의 시스템개발비를 투입, 

본사 근태카드리더기를 도입하는 한편 중국 및 베트남공장의 인사·급여시스템 

정보인프라
04

정보인프라 
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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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로도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발 작업은 지

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베트남의 팬코비나와 중국 평도팬코 버티컬생산기지

가 설립된 2000년대 후반부터는 본사 및 해외법인 간 생산 부문 자원·정보의 효

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평도팬코, 팬코비나 염·편직 ERP시스템 및 바코드시스템

을 구축하는 등 전사적 자원관리효율화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어 2013년 8월

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ERP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New Global ERP’ 구축

작업에 착수, 201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될 New 

Global ERP는 팬코의 기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IT인프라로서 영업관리, 

자재관리, 물류·재고관리, 원단관리, 봉제생산관리, 경영·외환·무역관리 등의 통합

적 프로그램을 운영, 본사 및 해외 각 생산기지 간 실시간 정보입력과 공유가 가

능함은 물론 이에 따른 업무효율 제고와 비용, 시간절감을 통해 획기적인 경영성

과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인트라넷

-

인트라넷 Intranet은 전산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기업 내부의 신속한 업무처리 

및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위별 조직을 위

한 신개념 네트워크시스템이다. 

팬코는 2007년 12월 구성원 간 업무자료 및 정보, 지식의 공유와 소통의 원활화

를 도모하고자 인트라넷을 오픈, 운영해왔다. 

현재 인트라넷의 주요 콘텐츠로는 회사 경영 및 임직원 정보를 비롯하여 팬코 소

식함, 지식나눔터, 업무FAQ, 팬코쉼터, 동호회 및 DQCS위원회 전용공간 등의 메

뉴를 운영, 직원들 누구나가 해당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공지사항 메뉴를 비롯하여 문서공유, 각종 정보·지식·자료 코너 등을 개

설,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처리 및 지식배양, 참여와 소통활성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화상회의시스템

-

화상회의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인공위성을 활용, TV모니터를 통해 참

석자들의 얼굴을 보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비 및 시간절감과 함께 효과

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첨단서비스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9월 정부 세종로청사와 과천청사를 연결하는 화상회의시

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실용화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팬코는 2011년부터 중국, 베트남 생산기지와 한국 본사 간 원활한 업무협의 및 상

시적 의견교환을 위해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화상회의실에는 대형 TV수상기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이 임장감臨場感을 느낄 수 

있도록 첨단 영상, 음향장치들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회의효율을 높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시대 기업의 홈페이지는 온라인상에서 그 기업을 대표한다. 홈페이지를 방

문해보면 해당 기업의 역량과 지향점, 내적가치와 신뢰도 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오늘날 기업의 홈페이지

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팬코는 우리나라 인터넷시대 초기인 1999년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팬코의 경우 

수출기업이므로 국내 일반 네티즌보다 외국 바이어들의 방문이 더 많을 것에 대

비, 회사의 생산시설과 역량, 기술과 품질수준 등이 중점 부각될 수 있도록 그동

안 콘텐츠와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 개선작업을 실시하였다.  

현재 팬코의 홈페이지는 회사와 글로벌생산기지 소개를 비롯하여 R&D활동 정보, 

생산시스템 및 사업안내, 인재채용 공지, 홍보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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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특별기획

PANKO, PANKO PEOPLE

PANKO의 역사, 내 삶의 역사

01. 영업2본부 김근민 부장

02. 관리부 재경팀 조용기 차장

03. 관리부 무역팀 소연주 과장

BEST PANKO

01. 영업2본부 이소라 대리

02. 경영기획부 김상욱 대리

03. 관리부 재경팀 우보라 계장 

PANKO STAR

01. 생산1본부 한석훈 계장

02. 생산2본부 이준선 사원

03. 팬코비나 봉제부 응옌 탄 황(Nguyen Thanh Hoang) 차장 

04. 평도팬코 봉제1과 강홍연(江洪岩) 과장

PANKO FESTIVA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YEAR HISTORY OF PA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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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시절 돌아보며 새로운 노력의지 다질 때

영업2본부 김근민 부장

‘상유십이미 신불사(尙有十二微 臣不死_아직 열 두 척 배가 남아 있고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많은 수의 왜군과 결전을 앞두

고 당시 선조에게 올린 장계를 통해 했던 말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쯤 ‘12척의 배’를 가진 초라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

다.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삶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팬코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까다로운 일본 시장을 상대로, 척박하고 어려

운 영업환경에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과 

끈끈한 조직력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그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은 아무것

도 아닌 것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일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팬코에 근무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도 핸드폰도 사용하기 어려웠던 시절, 뭐든

지 몸으로 직접 부딪쳐 업무를 해결해야 했던 시절,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

다만, 그때는 모두들 열정과 끈기로 그 불편했던 삶을, 치열했던 삶을 헤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섬유 관련 지식이란 것이 전무했고 교본이란 것도 없었던 시절. 지금은 많은 정보와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겠지만, 예전엔 선배를 통해 아니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경험과 인연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기업문화를 이룰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소중한 인연과 팬코만의 독특한 문화를 함께 이루고 또한 후배들

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30년,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인으로 맞이했던 그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열정과 

패기는 지금 세월 앞에 무디고 다듬어져 그 모습을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막 팬코에서 시작하

는 후배들의 모습을 통해 예전의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팬코는 내 삶의 좋은 친구

관리부 무역팀 소연주 과장

내 나이 올해 36살, 그 중 3분의 1인 12년을 팬코와 함께해왔다. 흔히들 가깝게 

오래 사귄 이를 ‘친구’라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회사는 나에게 있어 친구

와 같다. 2003년 4월, 그 친구와의 설레었던 첫 만남을 기억한다. 당시 19살을 맞이한 팬

코는 힘찬 도약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중국 청도공장을 기반으로 일본 시장 수출에 

전력하고 있었고, 이제 막 엔진을 가동한 베트남 봉제공장은 GAP, WALMART, SOUTHPOLE 

등 미주 시장 오더 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를 지원, 관리하는 본사 역시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였다. 물론 신입사원으로 잦은 야근을 하는 것이 다소 힘들기는 했지만, 좋은 회사에

서 평생의 인연이 될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웃고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근무에 충실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사원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동안 회사는 

입사 당시 7,000만 달러에서 현재 2억 3,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 300%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팬코는 중국과 베트남의 버티컬공장 건설과 팬코비나 생산기지 확장 

등 끊임없는 해외 투자를 통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지속성장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드디어 사옥도 마련하였다. 

나에게도 결혼, 출산 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이 시기에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회사 동료

들의 축하 속에 한 가정을 이루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아이

들을 양육하며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회사의 세심한 배려가 없이는 불가

능한 일이다. 그러한 배려를 지면관계

상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부

분의 직장인들이라면 공감하고 이

해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배려는 아마도 ‘팬코

의 아버지’로 불리는 회장님의 자

상함과 따뜻한 정감에서 비롯된 것

임을 모든 직원들은 알고 있다. 

첫 직장인 팬코에서 지금까지 근속

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매우 자랑스

러운 일이며, 나의 마지막 회사 또한 팬

코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독려와 조언을 해주던 

친구에게 나는 늘 받기만 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반성도 해본다.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

관리부 재경팀 조용기 차장

28세 되던 해인 2003년 팬코에 입사하였으니 어느덧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나는 관리부에 지원하였고, 다행히 동기 2명과 함께 합격하여 재경팀에 배

치되었다. 내가 입사할 당시 팬코는 의류제조회사 특유의 역동성과 긴장감이 느껴지는 회사였다. 

특히 OEM기업으로서 본 공장과 외주 공장을 동시에 운영하며 납기를 꼭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품

질까지 최상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선배들은 모두 결연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긴장감 

속에서도 회장님과의 첫 만남은 부드러움 그 자체였다. 특히 회식자리에서 회장님의 유머러스하면서도 

긴장을 덜어주시는 세심한 배려가 매우 인상 깊었다. 당시 그러한 회사 분위기는 나에게 ‘팬코가 지금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반드시 국내 유수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

대감을 갖게 하였다. 나의 이런 기대는 12년이 지난 현재 그대로 이루어졌다. 당시 외형 540억 원 규모의 

회사가 2013년 기준 2,480억 원이라는 큰 성장을 거두었고, 해외 공장 숫자 역시 2개에서 7개로 늘었으

며, 국내외 전 임직원 수 또한 1만 2,000명을 돌파하였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 2개국에 대단위 버티컬생

산기지를 건설한 것은 팬코의 역사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의류산업 역사에도 기념비적 성과로 기록될

만한 일이었다. 편직, 염색, 봉제의 전 공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실이 들어가서 옷이 

되어서 나오는’ 일괄생산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팬코는 세계적 의류제조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

었다. 이러한 성장은 회장님의 빠른 결단력과 리더로서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를 묵묵히 

따르고 있는 팬코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나 역시 회사와 

성장발전을 함께하였다. 입사 당시 직장 초년생이었던 나는 팬코에서 일하는 

12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노력하면서 이제는 어엿한 간부

직원으로 자기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앞으로도 팬코의 발전

을 위해, 나 자산의 더 큰 성장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PANKO의 역사, 

         
         

내 삶의 역사

팬코의 발전 역사와 함께한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들어보는 

팬코 발전사와 개인 성장사에 대한 회고와 추억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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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ANKO

젊은 회사, 소통하는 회사

영업2본부 이소라 대리

우리는 회사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선후배, 동료들과 더불어 생활

합니다. 누군가에게 회사는 단순히 생계를 잇기 위한 일터이겠지만, 팬코 안에서 우

리는 구성원 간의 유대감으로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제가 7년째 몸담고 있는 팬코의 특

별함에 대해 한 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팬코는 ‘젊은 회사’입니다. 실제 구성원의 평균 연

령도, 사고방식도 젊은 회사입니다. 사내 소통과 공유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어 실무진 간의 비

교적 투명하고 수평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됩니다. 덕분에 직급이 없는 평사원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

여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R&D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이 점차 

활발해져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팬코는 ‘소통하는 회사’입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경직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업무 시 누구나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 또한 어색함이 남

아 있던 신입사원 시절, 미흡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런 회사의 분위기 덕분에 자연스럽게 부서 내외에서 

소통이 가능했고 또 회사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융통성 있고 자유로운 소통방식은 

업무에도 직결되어 급박한 상황에서 큰 빛을 발합니다. 또한 이는 업무효율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성취감을 안겨주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팬코 직원들은 회사를 통해 만난 동료관계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소

통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면서, 미흡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있는 지금의 우리 팬코인들이야말로 팬코를 더욱더 특별

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앞

으로 50주년, 100주년의 팬코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Best 

PANKO를 향해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터로 꾸려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탁월한 기업역량과 조직문화로 더 큰 도약을

경영기획부 김상욱 대리 

팬코의 기업문화 중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바로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가 처음 팬코 

가족이 되었을 때 회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회장님께서는 말씀 중에 ‘식구’와 ‘가족’이란 단어를 자주 언급

하셨는데, 그때 저는 1만 명이 넘는 팬코 직원들을 책임지시려는 가장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환경이 변하고 여러 난관에 부딪힐 때도 팬코라는 배가 순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창업자의 강한 책임의식과 탁월한 리더십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서는 서두

르지 말고 마치 계단을 오르듯 한 계단씩 착실히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과 ‘언제나 새로운 기회 앞

에는 위기가 있다’는 회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팬코의 기업문화와 

저력 역시 하루아침에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한 계단씩 오르며 인고로 다져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론과 지식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 생생한 실전의 경험으로 체득한 최고경영자

의 탁월한 직관과 통찰력이 오늘날 팬코 30년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

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팬코의 강점과 장점

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따뜻

한 인정이 오가는 사내 분위기, 훌륭한 인품과 

역량을 지닌 임직원들 또한 팬코가 지닌 자

랑스러운 문화이며 자산입니다. 특히 언

제나 한결같이 선량하고 부드럽고 자

상한 성품으로 부하직원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직속 상사이신 이광일 

부장님은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동료직

원들 또한 멘토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

습니다. 직장조직의 생리상 윗분들한

테 인정받으면서 아랫사람들에게도 존

경받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 부

장님께서는 이 모두를 다 갖추고 계십

니다. 이처럼 팬코는 기업역량에서는 

물론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면에서도 

남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을 이어가리라 확신합니다. 

팬코의 기업 제도, 조직문화, 근무 여건 등과 관련하여 

신세대 직원들의 자랑과 소개를 통해 알아보는 기업문화의 장점, 강점  

팬코의 미래에 내 청춘을 건다

관리부 재경팀 우보라 계장

내가 느낀 팬코는 가장 큰 자산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다. 최영주 회장님께서는 직

원 한 명 한 명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다. 200명이 넘는 본사 임직원의 이름은 물론

이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계신다. 또한 한국음식이 그리울 해외 주재원들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 여직원들을 위해 외근 다녀오시는 길에 직접 반찬을 사다 

주시기도 하고, 맛있는 간식을 사 오셔서 일에 지친 직원들을 응원해 주신다. 출장을 다녀

오시면서 작은 기념품이라도 직원들을 위해 사다 주시기도 하고 가을이면 과일을 대량 구

매하셔서 직원 가족들과 나눠 먹기도 한다. 소소한 행동들이지만 직원들에 대한 사랑과 관

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팬코는 위기에 강한 기업이다. 근무한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몇 가지 큰 사

건들이 있었다. 2012년에는 강서구에 본사 사옥을 마련하여 이사를 했었고 2013년에는 국

세청 세무조사가 있었다. 강남에서 강서로 가깝지 않은 거리이동이었지만 직원들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순조로운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이사 후 통근버스 운행과 출근시간 연장 등 

회사의 배려로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또한 사옥마련 덕분에 더 넓고 쾌적

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에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모두

가 성실히 자기 맡은 업무를 소화했고, 조사 관련부서에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2개월 동

안 야근을 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쁜 일, 힘겨운 

일 등 모든 상황에서 팬코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칠 준비가 되어있다.

나는 2011년 스물여섯 나이에 팬코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첫 사회생활이라 

부족한 부분도 많았던 나는 재경팀의 조용기 차장님, 배윤주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회사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오늘처럼 성

장할 수 있었다. 국내 1,0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27.2년이고 100세 기업을 장수기

업이라고 한다. 팬코는 올해 30살로 청년기업이라 할 수 있다. 젊은 기업, 좋은 사람

들이 함께하는 기업이기에 팬코의 미래에 내 청춘을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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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에서 평도까지 

이어진 팬코와의 인연

중국 평도팬코 봉제1과 강홍연(江洪岩) 과장

입사년도와 계기를 말씀해주시지요.

스무 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복장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2000년 청도공장에 처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과 함께 고향으로 와서 현재는 평도공장에 근무하

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현재 서른다섯 살입니다.

가족관계는요?

남편과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십니다.

팬코에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중국 복장회사에 근무할 때에 비해 팬코는 관리체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한 만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상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직원 대다수가 평도 출신이고, 특히 평도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농

번기에는 가업인 농사를 짓기 위해 현지근로자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따라서 회

사에서 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인력수급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팬코라는 한국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팬코의 회사 규모가 크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복지가 좋아서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가 있

습니다. 저 역시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봉제1과 과장까지 승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미래 팬코를 떠받들 하나의 기둥

생산1본부 한석훈 계장 

둥글넓적한 얼굴에 곰처럼 튼튼한 체구를 지닌 생산1본부 한석훈 계장. 좋게 

말하면 믿음직해 보이고 솔직히 말하면 다소 우둔한 듯 보이지만 의외로 눈

빛이 살아있다. 1985년생이니 우리 나이로 서른 살. 대구 출신으로 영남대

학교 섬유나노소재학과 졸업 후 대학원을 다니다 2011년 팬코에 입사했다.

“입사 후 R&D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대학원에서의 전공을 살려 당

시 팬코가 정부출연금을 받아 수행하던 R&D프로젝트에 참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일조한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생활에서 혹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느냐?고 묻자 “제 성격이 워

낙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 그런 일도 없을뿐더러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원래 직장조직이란 그런 것이려니 생각합니다.” 충분

히 그럴 것 같다. 취미를 물으니 자동차운전, 자전거 타기, 사진

촬영, 또 무슨무슨 운동 등 다양하다. 회사에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느냐?고 하자 “부서 간 교류활성화에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업무에 바빠서인 줄

은 알겠지만, 같은 직장동료들로서 취미활동도 함께 하며 

인간적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내 동아

리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즘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미활동을 잘 지원

해주실 것 같은 전성국 부사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려

보라고 하자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보겠다’며  

웃는다.  

기업에서 흔히 직원을 일컬어 재목이란 뜻의 재

(材)자를 써 ‘인재(人材)’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에

서 한 계장 역시 앞으로 잘 다듬으면 팬코를 떠

받들 하나의 든든한 기둥 또는 서까래 역할쯤

은 하지 않을까 싶다.   

넘치는 끼와 재능, 남다른 특기 등으로 조직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본사의 스타 직원과 해외 현지 장기근속 직원들의 인터뷰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업무도 재미있게
생산2본부 이준선 사원

생산2본부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선 사원은 1988년생으로 입사 1년 남

짓 된 신입이다. 공교롭게도 ‘팬코 스타’로 함께 선정된 생산1부 한석훈 계장과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다. 그러나 스타일은 영 딴판이다. 한 계장이 우직한 곰 스타일

이라면 이준선 사원은 첫눈에 보기에도 재주와 끼가 넘치는 타입이다. 그 끼를 유감

없이 발휘, 입사 1년 만에 사내 연애를 통해 금년 2월 결혼에 골인하기도 하였다.

특별한 재능이 무엇이냐고 묻자 “저는 아무래도 무대체질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든 

남들 앞에 나서 끼를 발산하는 것을 좋아하고, 손재주도 좋아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만드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그러고보니 작년 송년회 무대에서 신나는 춤과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기억

이 떠올랐다. 
학창시절 노는데 정신이 팔려 공부도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은데 팬코에는 어떻게 입

사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면접에서 간신히 합격은 하였습니다만, 막상 입사해보니 수

출기업인지라 앞자리에서는 일본어, 뒷자리에서는 중국어, 옆자리에서는 영어로 막 

대화들을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혹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그때부

터 저도 어학공부는 물론 실무 또한 열심히 익혔습니다.”

생긴 모습이 지혜로운 만큼 어떻게든 제 살 길은 충분히 찾을 법하다. 

“동료 또는 상사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겠군요.”
“제가 아직 쫄병 신분인데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지요. 

일 열심히 하려 노력하고 상사 분들 업무지시에 잘 따르고 동료들과도 친하게 지내면 

다소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설마 잘릴 일이야 없겠지요?(웃음).”

평범한 말속에 진리가 담겨있다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는 진리다. 

머리가 아둔한 사람들은 직장생활 몇십 년을 해도 이런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

고 도중에 낙오하고 마는 예가 허다하다. 그런 면에서 이준선 사원 또한 충분히 ‘팬코 

스타’이며, 미래 팬코를 떠받들 재목감이다.

팬코는 평생 동안 다니고 싶은 회사베트남 팬코비나 봉제부  응옌 탄 황(Nguyen Thanh Hoang) 차장
팬코에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죠?좋은 점이 많은데 우선 근무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 회사지만 현지인들도 열심히 노력

하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고, 관리 부분 또한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현지근

로자들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직원 개개인의 역량에 맞는 임무와 목표를 주고 있어 동기부

여가 되고, 마치 가족과 같은 회사 분위기도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래도 업무상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요.모든 봉제공장이 그렇듯이 자재 공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직원들이 잔업을 해야 납기를 맞

출 수가 있어 그럴 때 다소 힘이 들고 또한 동시에 여러 회사에서 오더가 밀려들 때도 힘이 

듭니다.

  

회사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원부자재가 예정대로 입고되었으면 좋겠고, 인력 안정화를 위해 관리자들의 교육훈련에 좀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팬코라는 한국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많은데 팬코비나의 경우 입사경쟁율이 매우 높을 정도로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좋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한 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쯤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지요?200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평

생직장으로 다니고 싶습니다.

PANKO STAR

325
324



PANKO FESTIVAL
팬코는 창립기념식, 송년회, 체육대회, 음악회 등 구성원 화합과 소통을 위해

축제분위기의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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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YEAR HISTORY OF PANKO

부  록 임원 소개 • 주요법인 조직도 • 수상실적 

글로벌 네트워크 • 요약 재무상태표 • 요약 손익계산서 •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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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소개_본사

최영주  회장

전성국  부사장 이건후  사장

01.  신중기 상무 02.  조우섭 상무 03.  변재웅 전무    

04.  홍상표 이사 05.  박병희 이사

0402
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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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팬코E&D 한철준 이사          02.  청도팬코 법인장 전성훈 사장          03.  평도팬코 법인장 강선혁 상무

임원 소개_중국사업부 임원 소개_팬코비나

01 03
02

04.  염색부  이정업 상무 05.  법인장  김흔태 사장 06.  봉제부  김상연 상무

07.  편직부  채성종 전무 08.  관리부  최재호 이사

08
05 07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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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인 조직도

• 팬코 본사

회장

팬코E&D

대구사무소

동경사무소

대표이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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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전략기획실 비서실

2014. 11. 기준

• 팬코비나

• 팬코미얀마

회장

법인장

QC총괄영업·생산 사업본부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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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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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QC 봉제부 관리부생산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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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

FQC

• 청도팬코

• 평도팬코

수상실적

날짜 수상 내역

1986. 11. 30. 제23회 무역의 날, 2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1987. 11. 30. 제24회 무역의 날,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1988. 11. 30. 제25회 무역의 날, 산업포장 수훈

1992. 03. 18. 제19회 상공인의 날, 석탑산업훈장 수훈

1995. 11. 30. 제32회 무역의 날, 산업포장 수훈

1996. 03. 20. 제23회 상공의 날, 통상산업부장관상 수상

1998. 03. 04. 모범납세자상(청량리세무서) 수상

11. 30. 제35회 무역의 날, 산업포장 수훈

1999. 03. 17. 제26회 상공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2000. 11. 30. 제37회 무역의 날, 오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1. 11. 30. 제38회 무역의 날, 산업포장 수훈

2002. 11. 11. 제16회 섬유의 날, 산업훈장 수훈

11. 30. 제39회 무역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11. 30. 제39회 무역의 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2003. 06. 02. 제10회 삼우당 대한민국 섬유·패션대상 수상

2004. 11. 30. 제41회 무역의 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11. 30. 제41회 무역의 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2005. 03. 16. 제32회 상공의 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11. 30. 제42회 무역의 날, 칠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9. 11. 30. 제46회 무역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10. 11. 30. 제47회 무역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11. 30. 제47회 무역의 날, 일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1. 03. 07.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2013. 03.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표창패 수상

09. 10. 베트남 정부로부터 친선우호훈장 수훈

12. 19. 2013 올해의 CEO대상 수상

2014. 06. 13. 2014 대한민국세종대왕나눔봉사대상 수상

07. 23. TV조선 2014 경영대상 수상

11. 11. 제28회 섬유의 날 모범경영인 대통령 표창 수상

12. 05. 제51회 무역의 날, 이억불 수출의 탑 수상

주요법인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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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법인장

봉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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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QC 봉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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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Head Office

PANKO CORPORATION
ADDRESS: Panko Tower, 396, Gangseo-
ro, Gangseo-gu, Seoul, Korea.

Factory

PANKO VINA CORPORATION 
ADDRESS: My Phuoc IP, Ben Cat Dist., 
Binh Duong Prov., Vietnam
WORKING PROCESS: Knitting, Dyeing_
Fabric & Yarn, Sewing  vertical Factory 

PANKO VINA 2nd FACTORY 
ADDRESS: My Phuoc IP, Ben Cat Dist., 
Binh Duong Prov., Vietnam 
WORKING PROCESS: Sewing Factory 

PANKO VINA 3rd FACTORY 
ADDRESS: My Phuoc IP, Ben Cat Dist., 
Binh Duong Prov., Vietnam
WORKING PROCESS: Kintting Factory 

PANKO MYANMAR YANGON 
CORPORATION 
ADDRESS: No.75/B, 76B, Hiawgar Road 
Shwe Pyi Thar Township, Yangon  Region, 
Myanmar 
WORKING PROCESS: Sewing Factory 

PANKO (QINGDAO) CORPORATION 
ADDRESS: Pingdu EDZ, Qingdao, 
Shandong, China
WORKING PROCESS: Knitting, Dyeing, 
Sewing vertical Factory 

QINGDAO PANKO APPAREL Co., Ltd.
ADDRESS: Lichang dist., Qingdao, 
Shandong, China
WORKING PROCESS: Sewing Factory 

Dubai

Italy

Russia

PANKO VINA

U.S.A

Brazil

PANKO MYANMAR

PANKO (QINGDAO) /
QINGDAO PANKO

PANKO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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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무상태표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자산총계 237 790 2,004 2,969 3,553 5,192 7,096 10,757 12,332 13,854 16,387 18,216 20,068 25,158 24,684

부채총계 177 540 1,570 2,336 2,552 3,978 5,676 9,037 10,547 12,087 14,597 16,431 18,062 20,970 19,148

자본총계 61 250 434 633 1,001 1,214 1,420 1,720 1,785 1,766 1,790 1,785 2,006 4,189 5,53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7,914 27,179 29,178 33,083 32,110 36,797 53,558 50,754 106,019 105,144 123,652 130,127 142,896 142,867 148,343

21,913 18,520 19,687 24,795 24,127 27,597 44,797 38,927 63,204 66,918 83,126 82,581 97,210 91,781 91,597

6,001 8,658 9,491 8,288 7,983 9,200 8,761 11,827 42,815 38,226 40,527 47,546 45,686 51,086 56,746

단위: 백만 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 2014년도는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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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

15,000

3,000

0 0

-1,200

요약 손익계산서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매출액 1,365 5,942 10,511 15,493 14,334 14,755 17,942 21,666 23,379 27,603 31,940 32,933 40,028 57,646 60,399

영업이익 13 133 309 300 282 304 491 455 576 333 483 383 1,264 3,493 1,662

당기순이익 11 90 184 199 220 213 236 16 118 104 103 94 187 1,296 454

270,000

180,000

9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7,373 77,913 54,692 75,519 102,932 75,954 81,429 97,428 114,264 153,160 163,330 185,448 189,032 248,389 263,292 매출액

643 3,384 1,554 1,578 2,807 3,348 1,990 5,967 11,853 8,821 4,138 9,009 9,651 13,967 11,400 영업이익

465 1,457 832 ▵1,167 1,202 1,223 209 486 1,511 16,881 4,968 4,825 1,057 5,841 7,161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 원, 만 달러      매출액단위: 백만 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35

$690 $1,327
$2,265 $2,111 $2,060 $2,360

$2,749 $2,893
$3,502

$4,126 $3,904
$2,828

$4,775 $5,275
$4,557

$5,875

$4,557

$6,309

$9,868

$7,497

$8,765

$10,386

$9,090

$13,124

$14,352

$16,083 $17,650

$23,543

$25,200

 ※ 2014년도는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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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984. 12. 10. 팬코무역 창립

1985. 01. 16. 팬코무역, 자본금 5,000만 원

02. 01. 영업개시

03. 20. 수출입 허가 취득

1986. 05. 31. 증자 1억 원

07. 15. 증자 1억 5,000만 원

11. 30. 제23회 무역의 날, 이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1987. 08. 01. 본사 이전(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66-5, 동양고무빌딩)

11. 30. 제24회 무역의 날, 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1988. 01. 01. 봉제1공장 설립(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01. 01. 외무부로부터 여권 청색법인 지정

02. 01. 편직공장 설립(서울시 중랑구 중곡동)

03. 31. 전성훈 대표이사 사장 취임

09. 13. 유망중소기업선정(중소기업은행)

1989. 04. 01. 증자 3억 원

1990. 01. 01. 법인명 변경(팬코무역주식회사 → 주식회사 팬코)

04. 01. 봉제2공장 설립(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1991. 09. 16. 사원임대아파트분양 당첨, 6세대(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11. 11. 염색공장 설립(경기도 의정부시)

1992. 04. 20. 편직공장 이전(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06. 24. 증자 6억 원

08. 22. 봉제1, 2공장 이전(서울시 중랑구 중곡동)

1993. 02. 06. 본사 이전(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416-5, 승원빌딩)

1995. 06. 06. 해외현지법인설립(중국, 산동수수복장유한공사)

09. 12. 해외현지법인설립(중국, 청도팬코복식유한공사)

1996. 06. 01. 해외브랜드 도입(이태리,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06. 01. 염색공장 설립(부산광역시 사하구)

06. 03. 브랜드사업부 신설(RDC사업부)

07. 20. 해외현지법인설립(미국, PANKO USA)

11. 22. 부산 팬코염직 첫 출고

12. 02. 염색공장포괄양수도계약(팬코염직)

1997. 12. 26. 봉제공장 이전으로 인한 폐업(서울시 중랑구 중곡동)

1998. 02. 10. 염색공장 이전으로 인한 폐업(경기도 의정부시)

06. 14. 해외공장 건설공사 시작(중국, 청도팬코복식유한공사)

06. 19. 증자 15억 원

08. 01. 해외현지법인설립(중국, 청도C&P복장유한공사)

10. 01. 주식회사 합전과 흡수 합병 

1999. 09. 01. 전사적 품질 및 관리혁신 운동 전개

09. 16.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12. 27. 자본금 증자 9억 원, 총자본금 24억 원

2000. 11. 30. 제37회 무역의 날, 오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12. 01. 편직공장설립(부산시 사하구)

2001. 12. 04. 자본금 증자 12억 원(총자본금 36억 원)

2002. 03. 01. 강남지점 설치(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4. 19. 상호 변경(중국, 청도C&P복장유한공사 → 청도팬코복식유한공사)

04. 22. 해외현지법인설립(중국, 청도팬코복식유한공사)

06. 01. 중국 청도팬코복식유한공사 체육대회

06. 13. R&D팀 활성화 방안 검토

07. 01. 베트남 팬코비나 건설공사

07. 08. 일본 시장 동향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07. 16.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08. 12. 베트남 Panko Vina Corporation 설립

09. 19. 베트남 Panko HCMC Corporation 설립

10. 04. 한마음 단합대회

12. 12. 청도C&P복장유한공사 창립기념식

12. 16. 한국중견기업연합회(KBF) 우대회원 가입

12. 31. 해외현지법인청산(미국, PANKO USA)

2003. 01. 03. 한마음 결의대회

03. 01. 해외현지법인설립(러시아, PANSIA)

06. 02. 베트남 팬코비나 법정자본금 증자(US$5,000,000)

06. 04. 해외법인 주재원규정 변경, 보완

10. 01. 베트남 팬코비나 BOM(경영진) 구성 변경

2004. 01. 08. Compliance Ownership Program 개발

02. 12. 베트남 팬코비나 In House QA System 구축

05. 19. 베트남 팬코비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08. 27. 베트남 팬코비나 법정자본금 증자(US$6,000,000)

09. 11. 중국 청도팬코복식유한공사 체육대회

09. 22. 베트남 팬코비나 BOD(임원진) 및 BOM(경영진) 구성 변경

11. 19. 사이버 교육센터(사이버 연수원) 구축

12. 14.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2005. 01. 17. 위임전결규정 개정

01. 19. 추천도서목록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01. 26. 내부감사팀 신설, 운영

04. 11. 본사 내부감사 교육(삼일회계법인)

06. 01. 본사 이전(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06. 10. 러시아 현지법인 PANSIA 청산

06. 13. 본사 사내 사이버 건의함 구축

06. 28. 중국 팬코(청도)유한공사, 버티컬공장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팀 구성

06. 29. 중국 팬코(청도)유한공사, 버티컬공장 설계방안 마련

07. 07. 가양동 공장 재고관리 및 물류시스템 구축

07. 25. 베트남 Panko HCMC Corporation 및 Panko Vina Corporation 합병

08. 16. 중국 팬코(청도)유한공사 설계확정

08. 18. 중국산업연수생 교육

08. 24. 부산 팬코염직 내부감사 실시

09. 15. 전 직원 책읽기 참여

10. 01. 중국 팬코(청도)유한공사, 버티컬공장(편직, 염색, 봉제)

11. 01. 제42회 무역의 날, 칠천만불 수출의 탑

12. 09. 2006년 통제성 경비 운영을 위한 TFT구축

2006. 02. 03. 핸드캐리 업무 조정 및 이관

04. 05. 중국 팬코(청도)유한공사 건축현장 방문, 본사 및 외부초청인원 32명

04. 05. 국내 외국인 채용법규 조사(산업연수제, 취업관리제, 고용허가제)

04. 20. 국내 외국인 채용법규 고용허가제 조사

06. 28. 중국 팬코(청도)유한공사 염색폐수열회수장치제작

07. 05. 중국 상해 국제섬유기계박람회 참관

07. 26. 중국 청도팬코복식부료유한공사(100무) 설립

2007. 02. 28. 편직공장 폐업(부산시 사하구)

05. 14. 본사 (사)한국·베트남친선협회 기부(5,000만 원)

12. 18. 자본금 증자 12억 원, 총자본금 48억 원

연도 월 일 내용 연도 월 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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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7.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기탁(태안반도 원유유출사고 주민돕기행사)

2008. 01. 18. 베트남 팬코비나 염·편직 증설투자 기초설계 착수

04. 03. 증자 24억 원(총자본금 72억 원)

04. 28. 베트남 팬코비나, 버티컬공장증설(편직, 염색), 기공식

04. 29. 중국 팬코(청도)유한공사 법정자본금증액(US$15,000,000에서 US$16,000,000)

08. 22. 베트남 팬코비나 폐수처리시설(3,000톤/일, A급수) 계약

09. 01. 베트남 팬코비나 법정자본금 증자(US$15,819,252)

2009. 01. 05. 2009년 신입직원 입사 교육(2009. 01. 05.~01. 09.), 25명

01. 16. 사업부의 실시간 정보 보고체제 구축

07. 15. 본사 핵심직무능력향샹 교육과정 참가

10. 08. 2009년 신입사원 교육, 부서별 순환교육

10. 26. (사)한국-베트남친선협회 기부(3,000만 원)

12. 10. 본사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2010. 01. 11. HEAT TECH ITEM 개발

01. 14. 팀장급 이상 직원 독서 세미나(르네상스 창조경영)

07. 30. 봉제공장 설립(전라북도 익산시)

08. 27. 중간관리자 이상 직원 독서 세미나 

09. 03. 신규 브로슈어 및 홍보 동영상 제작

11. 30. 제47회 무역의 날, 일억불 수출의 탑

12. 16. 불우이웃(독거노인, 조손가정)돕기 지원제도 마련

12. 28. 사내 직원 기숙사(오피스텔) 운영 방법 개정

2011. 01. 03. 이건후 대표이사 사장 취임

01. 04. 창립 27주년 직원 결의대회

01. 27. 팬코 브로슈어 및 홍보영상 제작

02. 07. 본사 2011년 신입직원 기초교육과정(1, 2차) 구축 

02. 26. 2011 새해맞이 저소득 농아인 사랑나눔행사

03. 01. 본사 샘플개발실 가동

03. 05. 임직원간의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내 ‘워크숍 데이’ 개최

03. 22. 팬코비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03. 25. 일본 동북부 지진 위로광고(일본 센켄 신문사)

03. 28. 일본 동북부 지진 의연금 모금(2,000만 엔)

03. 31. 팬코비나와 팬코(청도) 공장의 염·편직 ERP 시스템 추가 개발

04. 02. 4월 워크숍 시행(안보공원 및 천안함 견학) 및 방위성금 전달

05. 04. 팬코 가족 단합의 밤 행사(임페리얼펠리스호텔 두베홀)

05. 04.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삼각산동 및 태평동 불우가정 방문 및 물품전달

05. 12.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한 의수, 의족 무료지원 사업 후원

06. 01. 신입직원 입사 교육(3일간)

06. 30. 본부별 워크숍 시행

07. 01.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내에서 여름휴가보내기 캠페인’

07. 01. 2011년 팬코가족 ‘단합의 밤’(인터컨티네탈호텔 다이아몬드홀)

07. 13. 잡월드 로드쇼(기업은행 주최) 참가

08. 30. 전 직원 대상 사내 중국어 강의 신청 실시

08. 31.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한 의수, 의족 후원 

09. 01. 중견전문인력 채용박람회 참가

09. 20. 2011 서울일자리박람회 참가

10. 07. 농어촌 벽지 및 낙도 초등학교 소년한국일보 기증

10. 08. 추계 체육대회 개최(150명, 파주)

11. 22. 한국농아인협회 후원금 지원

11. 28. 전국장애인합창대회 협찬

12. 05.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 바자회 행사 후원

12. 28. ERP 서버 설치

12. 30. 2011년 팬코 가족 송년의 밤(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

2012. 01. 05. 익산지점 폐지 등기

01. 19. 본사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02. 14. 신입직원 기초 업무 교육(4주간 진행)

03. 05. 2012년 팬코 가족 단합의 밤(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 

03. 22. (재)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 지정장학금 출연

03. 31. 춘계워크숍 실시(IBK 기업은행 충주 연수원, 1박2일 실시)

04. 18. FITI시험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기초 섬유시험 교육 프로그램 참가

05. 23. 사옥 매입(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삼성생명 빌딩)

06. 01. 익산공장 부동산 임대 계약 체결

06. 12. 의류 2,000장 기부(옷캔, 수익금은 제3세계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

06. 19. 서울상공회의소 우수 회원사 임직원 해외 연수단 파견 참가

07. 01. 경북대학교 현장 실습 교육 과정 참가

07. 19. 베트남 팬코비나 염색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

08. 01. 2012 평강행복한홈스쿨 후원(기아대책본부)

08. 03. 책읽기운동(선정도서: 멀티플라이어)

08. 31. 의류 기부(옷캔, 수익금은 제3세계 아동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

09. 03. 하반기 신입사원 교육 실시

09. 28. 중국법인 우수 현지 직원 14명 한국 본사 초청

10. 27. 사옥 이전(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팬코타워)

11. 30. 개발실 이전 

12. 07. 신사옥 입주 및 창립 28주년 기념행사

2013. 01. 03. 베트남 팬코비나 제2공장(봉제24개 라인) 공사 계약

01. 21. 2013년 일본어 어학교육계획 수립

02. 01. 2013년 상반기 일본어 집중교육 실시

02. 05. 강서구청 기부금(6,624만 원) 전달

02. 21. 지역사회 불우이웃 돕기 행사 참여(홀몸어르신 내의 전달, 2,687명)

03. 06. ‘2013년 대구 국제섬유박람회(프리뷰 인 대구)’ 참가

03. 13. 임직원 ‘적당주의 타파’ 강연 참석

03. 28. 섬유지식 강연(폴리에스터 개론, (주)휴비스 최태수 박사)

04. 11. 의류 1만 장 기부(옷캔)

04. 23. 2013년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참가

04. 24. 책읽기 운동(선정도서명: 우리가 꿈꾸는 회사)

05. 01. 춘계야유회(강화도 함허동천)

05. 18. 팬코비나 제2공장 준공식

08. 01. 본사 2013년 하반기 일본어 집중교육 실시

09. 24. 글로벌성장사다리기업 선정(한국무역보험공사)

12. 06. 본사 창립 29주년 기념행사(메이필드호텔)

2014 01. 13. 전국경제인연합회 가입

02. 17. UN글로벌콤팩트 가입

06. 07. 팬코비나 제3공장(편직공장) 오픈식

07. 12. 전 직원 하계 등반대회(강화도 마니산)

09. 03. ‘2014년 서울 국제섬유박람회(프리뷰 인 서울)’ 참가

10. 01. 팬코미얀마 법인설립

10. 04. 팬코비나 페스티벌 및 봉제5공장 오픈식

12. 05. 제51회 무역의 날, 이억만불 수출의 탑 수상

12. 05. 본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

연도 월 일 내용 연도 월 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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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찬 위 원 장  이건후 사장

편 찬 위 원  전성훈 사장

 김흔태 사장

 전성국 부사장

편찬실무위원장 신중기 상무

편 찬 실 무 위 원  이광일 부장

 김상욱 대리

 배정상 계장

기 획 제 작  (주)다니기획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15 3층(삼성동)

 02-545-0623  |  www.dani.co.kr

 총괄책임 추기숙

 집      필 김문경

 기획진행 최미진, 박다빈

 교정교열 신현경, 강신애

 A        D 신남수

 디 자 인  손향미, 김재한

 촬      영 이강우(Be-in studio)

 제      작 박현철, 사재웅

 인      쇄 서진문화인쇄

<팬코 30년사>의 편찬을 진행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회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의류

제조수출 외길을 걸어온 팬코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며 지난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보람된 시간이기

도 했습니다.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은 향후 우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편찬될 50년사, 100년사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30년사 편찬을 위해 동분서주한 실무위원들과 원고 집필에 정성을  

다해 주신 김문경 작가님, 제작에 힘써 주신 편찬 대행사인 다니기획 스태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쪼록 <팬코 30년사>가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 훌륭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상무 신중기

팬코가 3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번 사사 편찬 작업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를 편찬하며 팬코가 걸어온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았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약진해온 여정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땀과 열정의 산물들이 우리에게 지혜로 이어져 더 큰 도약의 꿈을  

이루는데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부장 이광일

30년사 편찬 작업에 참여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팬코의 성장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30년사 편찬 작업을 통해 팬코를 이어온 많은 선배님들의 땀과 열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사사 편찬 작업을 위해 국내외에서 도움 주신 선배님들과 이번 사사 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 대리 김상욱

선배님들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3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팬코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으며, 자료의 부재로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편찬 작업에 참여한 과정 하나 하나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업무 중에도 <팬코 30년사> 편찬에 도움 주신 팬코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계장 배정상

편찬후기 30년사 편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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