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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한세실업(주)은 1982년 창립한 의류 수출전
문기업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
과, 과테말라, 미얀마에 각각의 해외현지법
인이 있으며, 직원 3만 명과 함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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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나는 기업문화는 한세실업의 기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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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
단순 생산만하는 OEM 방식에서 원단 소재
에서부터 트렌드 분석, 디자인에 이르는 모
든 과정을 자체 기획하고 개발하여 고객사
가 선택하도록 하는 ‘제안형 ODM(제조자
디자인 생산) 시스템’을 통하여 경쟁력이 더
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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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EN D LEA D E R 한세실업은 패션트렌드를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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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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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은 우리의 끝없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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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무대로 한세실업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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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30주년을 넘어,
세계 속의 패션의류 전문 글로벌 컴퍼니를
향해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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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

1982년 창립 이래 의류수출산업에 매진해 온 한세실업이 2012년 11월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형과 내실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
장한 한세실업을 마주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패기만만하던 청년시절 창업한 한세통상의 부도로 실의에 빠졌을 때, 저는 스
스로에 대한 과신과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조급증에 빠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을 깨달았으며, 그 후 ‘한 걸음 늦게 가자’를 기업 경영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
업은 망했지만 사람은 망하지 않겠다’ 즉 ‘ 아무리 어려워도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각오
를 다지며, 제2의 창업으로 한세실업을 일으켰습니다.
부천의 작은 임대공장에서 소박하게 출발한 한세실업은 1985년 인천 가좌동에 자
체 공장을 마련하며 안정을 찾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 어려워진 국내 사업 환경에 대한 돌
파구로 해외 진출을 감행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사이판 진출 초기의 어
려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세계 곳곳에 생산거점을 넓히며 매출 10
억 불 규모로 성장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속
에서 가슴을 열고 한세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왔습니다.
한세실업을 ‘일 잘하는 직원들을 최고로 대접해주는 회사’로 만들고 싶었고 ‘인
재육성’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장 중시 경영, 직원 로테이션 근무,
수평적 조직운영, 해외 경험 극대화 등 주인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
력하였고, 한세인들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하기 위한 급여, 인센티브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한세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저는 이를
감히 ‘한세 성장 DNA’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세 성장 DNA’가 체화된 한세인들이
바로 오늘날 한세실업의 성공을 이끈 주역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한세인들이 있기에 한세실업이 앞으로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업,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한세’로 성장해 나갈 것이
라고 확신합니다. 한세실업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험과 이야기, 발자취를 엮어낸 <한
세실업 30년사>가 한세인들에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
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한세예스24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김동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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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30주년, 새로운 환경에 맞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창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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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세실업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세실업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
다. 그 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임직원 여러분
들과 창립 30주년 및 <한세실업 30년사> 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세실업은 1982년 창립 이래 의류수출에 매진하여 2000년에는 사이판에서 단
일 공장 최초로 매출 1억 불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현재 10개 해외법인과 3만 3,000
여 명의 한세가족이 매출 10억 불을 넘어서는 위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년간 격변의 시장 환경 속에서 과감한 도전과 우직한 실
천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층 글로벌한 경쟁상황이 펼
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우리가 꿈꾸는 더 경이로
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 다시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기회의 나라 미얀마에 진출하였으며 2017년까지 매출 20
억 불의 위업을 실현하고, 나아가 50억 불, 100억 불 달성이라는 무한한 꿈을 향해 지속
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와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세계의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한세인이 만든 옷을 입게 될 것이며,
한세실업은 세계인에게 사랑 받는 진정한 Fashion Worldwide 기업으로 우뚝 설 것입
니다. 한세실업 미래 창조의 역군인 여러분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꾸는 꿈은 더욱 선명
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세인 여러분, 회사의 경쟁력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서 나옵니다. 회
사의 구성원이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미래가 달
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개개인의
역량과 열정을 모아 무한한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갑시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창조합
시다! <한세실업 30년사> 발간을 기념하며 그동안 한세실업 성장에 힘을 실어 주신 국
내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한세인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한세실업 대표이사 부회장

이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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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fashion worldwide

3 0 ye a r s

1982
2000
한세실업은 1972년 수출 및 창업의 붐을 타고 설립된 한세통상의
성공과 실패를 자양분 삼아 1982년 본격 출범했다. 1985년
인천공장을 마련하고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던 한세실업은 1980
년대 후반 사이판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니트 생산전문기업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한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지속
성장을 이어간 한세실업은 1998년에 이르러 니카라과 진출로
중미지역까지 생산기지를 확대했다. 한세실업은 1993년 코스닥
증권시장(그 당시에는 장외시장으로 불리웠음)에 등록을 했으며,
2000년에 한국증권거래소로 이전 상장하여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위상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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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련을 이겨낸 출발과 성공

Part

01

창업 전사 :
한세통상(주) 설립

70년대 초반은 마치 2000년대 초

우리나라 섬유의류업의 시초와 발달

반 벤처 붐이 일었을 때처럼 수출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근대공업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은

붐이 한창이었던 시절이다. ‘수출입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1917년 일본의 미쓰이

국’ 캐치프레이즈 아래 똑똑한 젊은

사(三井財閥)가 투자해 설립된 조선방직주식회사와 1919년 민족 자

이들이 대거 수출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수출업, 수입업은 허가제였다.
‘한세통상’이란 이름으로 수출업 허

본으로 설립된 경성방직주식회사(현재 (주)경방)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31년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중국 진출과 한민족 수탈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군수용 의류품 수급과 값싼 공장부지와 풍
부한 노동력 활용을 위해 일본 면방직 기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했다.

가를 받았다. ‘한세’는 ‘한국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樞軸國)으로 참여한 일본의 산업은 미국의

를 잇는다’는 의미로 지었다.

폭격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일본 방직공장들의 한국 이전은 더욱 활발
해졌다. 때문에 1945년 민족해방 당시 우리나라는 상당한 규모의 섬
유산업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시설은 정상 가동을 시작하기도
전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을 겪으며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휴전
후 우리나라는 미국 등 자유우방국들의 원조를 받아 국토 재건과 산업
부흥에 매진했고 섬유산업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 1956년경 면방, 모
방, 견방 등의 천연섬유 부문에서 자급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천연섬
유 분야에서의 급속한 성장은 곧바로 공급과잉을 야기했고 노후시설
의 개체(改替), 제품 품질 개선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했다.
1960년대 정부에 의한 경제개발5개년 계획 추진으로 본격적
인 화학섬유 생산력을 갖추기 시작한 섬유산업은 내수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68년에 폴리에스터 등의 화학섬유 생
산이 개시됨에 따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섬유산업의 성장에 이어 의류봉제산업이 크게
융성하며 국가 경제발전의 첨병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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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붐 속에 탄생한 한세통상(주)

1970년대는 ‘수출입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무역업종
을 중심으로 창업이 융성했다. 정부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고 자본력도
없는 후진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수출 장려 정책을 펼치며 신용장만
있으면 일반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
록 혜택을 주었으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큰 뜻
을 품은 많은 젊은이가 무역업 창업에 도전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경기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성방직에서 조업 중인 노동자들

를 졸업한 후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손꼽히는 펜실베이니아대
워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따고 돌아온 김동녕 회장도 창업
의 대열에 합류했다. 1972년 ‘한국과 세계를 잇는다’는 뜻을 담은 사
명을 내걸고 한세통상주식회사(韓世通商株式會社)를 설립한 것이
다. 한세통상의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에 있는 배재빌딩
에 마련되었다.
당시 제조업 종사자 중에 수출이나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 많
지 않았다. 이에 착안한 김 회장은 일단 공예품 업체와 손잡고 각종
잡화를 수출하기로 했다. 우선 유창한 영어를 밑천 삼아 다양한 외국
바이어들에게 무작정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당장 거래가 아
니어도 좋다. 한국제품을 수입할 생각이 생기면 나를 찾아 달라. 한국
에 오면 언제든 좋으니 나를 만나 달라.’는 것이었다. 계속 편지를 보
내니 답장이 한두 통 돌아왔다. 진짜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김
회장의 적극적인 활동과 미국에서 MBA를 한 경력은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고 거래가 하나둘씩 성사 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부활절 바구니나 놀이공원에서 쓰이는 동물모
형 옷가지 등 바이어가 요구하는 것을 팔았다. 그러다가 당시 미국 유
통업체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Sears, Kmart와도 거래를 시작
했다. 직접 본사를 찾아간 김동녕 회장은 Sears에 공예품, Kmart에
의류 수출을 성사시키며 회사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급성장 후 부도를 맞다

1975년 한세통상은 한국의류수출조합에 가입하고 의류제조
수출 전문기업으로 변신하며 한세공예를 분사했다. 당시 Kmart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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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의류 주문이 급증하면서 영등포에서 작게 시작한 옷 공장으로는
주문 물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이 이어졌다.
1976년 9월, 한세통상은 경기도 성남에 대규모 봉제 공장을
완공하고 영등포 공장을 이전하며 본격 의류제조업체로서의 규모를
갖추었다. 이와 동시에 의류제작을 위한 전문 인력 영입도 발 빠르게
진행되었다.
섬유·의류산업은 당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업종 중 하나
였기에 한세통상은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1978년에 전 세계에
걸친 2차 석유파동은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타였다. 6개월 만에 국제
유가가 2.3배가 올랐고, 원-달러 환율이 36.5% 상승했다.
OEM 수출 특성상 주문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물건을 납
품하는데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급등하자,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
입해야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회사 성장의 우선 조건이었던 많은 주문량이 한세통상의 발
목을 잡았다. 김 회장은 납품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
다. 하지만 1979년 한세통상은 결국 쓰러져 산더미 같은 빚만 남게 되
2차 석유파동 당시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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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실패가 남긴 교훈
-

재창업 후에도 은행 빚이 남아있었기에 김동녕 회장은 이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뛰어야 했다. 담보로 들어간 건물들은 결국 찾을 수 없었고 집안의 재산도 많
이 축났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가족 친지들에게 죄스러운 마
음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 아픈 경험을 통해 김 회장은 외형적인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라 내실 있게 이익을 내
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원
칙을 세웠다. 그 첫째는 ‘은행 갈 시간에 대신 공장을 돌고 바이어를 만나자.’ 둘째는 ‘회
사의 실력보다 한 걸음 늦게 가자.’ 셋째는 ‘일주일 내내 일에 매달려 보내지 말고 주말
에는 꼭 운동을 하며 쉬자.’였다. 부도라는 큰 값을 치르고 얻은 교훈은 이후 한세실업 탄
생과 성장에 자양분이 되었다.

었다.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석유파동이었지만 은행 빚도 큰 문제
가 되었다. 매년 급증하는 물량으로 ‘월간 100만 달러 수출’에 대한 욕
심이 앞서 대규모 은행대출 자금으로 공장을 크게 증설한 것이 화근
이 되었던 것이다. 빚으로 늘린 사업을 지탱하느라 힘든 상황에서 갑
자기 들이닥친 2차 석유파동의 충격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부도 청산을 위한 각고의 노력

부도난 시기에 주거래선인 Kmart로부터 이미 받아놓은 주
문이 많았는데 이것을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었다. 김동녕 회장은 한
편으로는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직원들 퇴직금을 챙겨주면서 또 한
편으로는 소수 인력으로 계속 물건을 생산해 미국에 보냈다. 부도업
체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종합상사제도가 있어서 가능했는데
당시 Kmart와 거래하고 있던 대우실업의 도움이 컸다. Kmart가 대
우에 개설해 준 신용장으로 물건을 보내는 형식을 빌려 납품이 이루
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꼬박 9개월간 흩어진 원부자재를 긁어모아 물건을 만
들어 납품업체에 대한 빚을 모두 청산했다.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
럼 불어난 은행 빚은 자산을 경매에 넘겨 처분해도 다 해결되지 않았
다. 1982년 재창업 후에도 계속 빚을 갚아야 했고 1985년경이 되어서
야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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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련을 이겨낸 출발과 성공

Part

02

제2의 창업,
한세실업(주) 설립

회사명도 10년 전에 세웠던 한세

굳은 의지로 이룬 재창업

통상의 ‘한세’를 그대로 따와 한세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마음으로 3년을 보낸 김동녕 회장

실업이라고 했다. 남들은 망한 회

은 1982년 한세실업주식회사(韓世實業株式會社)를 설립했다. 서울에

사명을 그대로 쓰지 말라고 말렸지

사무실도 없이 부천시 약대동 삼정공단에 있는 임대공장을 리모델링

만 개의치 않았다. 이름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쓰
러졌을 뿐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
었기 때문이었다.

해 봉제공장을 차리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했다. 재창업을 한다니 남
들은 물론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심했다. 사업보다는 학자가 좋지 않
겠느냐며 다시 미국 유학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동녕 회장은
비록 실패했지만, 원인을 뚜렷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끝낼 수
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잘못 했던 것을 바로 잡으면 반드시 성공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다. 김 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설득에
집안 어른들은 결국 힘을 보태주었다.
재창업 아이템으로 다시 의류를 선택하는 것에도 고통이 따
랐다. 하지만 의류시장이 계속 성장세에 있었고 이전에 사업을 하며
쌓은 미국 의류 바이어들과의 친분도 큰 힘이 되었다. 회사명도 10년
전에 세웠던 한세통상의 ‘한세’를 그대로 따와 한세실업이라고 했다.
남들은 망한 회사명을 그대로 쓰지 말라고 말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름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쓰러졌을 뿐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의로 맺어진 Kmart와의 재거래

재창업 이후 일이 순조롭게 풀린 것은 아니었다. 한 번 부도난
업체에 다시 흔쾌히 일감을 주려는 업체가 없어서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 때 큰 보탬이 된 것이 바로 부도 이후에도 남아있던 주
문을 취소하지 않은 Kmart 관계자들이었다. 꿋꿋하게 거래를 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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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세실업을 지켜본 Kmart 관계자들은 책임감 강하고 근성 있는 김
동녕 회장이라면 다시 함께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mart가 한세실
업과 다시 거래한다는 소문이 번지자 점차 주문이 늘기 시작했다. 신
의로 굳건하게 맺은 관계가 재기의 굳은 발판이 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김동녕 회장이 사업을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
람과의 관계와 교류를 중요시하는 점도 큰 힘이 되었다. 한세통상 시
절 김 회장은 바이어들이 한국에 올 때면 매일 아침 일찍 바이어가 묵
는 호텔로 출근해 같이 식사도 하고 민속촌 같은 관광지를 안내하기
도 하며 어울려 대화를 나누었다. Kmart 아시아 구매본부 총괄이사인
Mr. Otto씨와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독실한 신앙심으로 술 한 잔 안
하는 그와 쌓은 인간적인 신뢰가 위기에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물난리 속에 건진 화합의 정신

부천공장은 벽돌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었는데 이곳에서 주로
겉감은 합성 피혁이고 안에는 패딩을 넣은 두툼한 아우터웨어들을 만
Kmart 바이어 Mr. Larson 부부 방문시
조선호텔에서

들었다.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원이 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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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늘어났다. 하지만 무리한 사세 확장은 하지 않았다.
부천공장 옆으로는 자그마한 개울이 흘렀는데 평소에는 깊은
곳이라고 해봤자 무릎 정도에 이르는 수심이 얕고 작은 도랑이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공교롭게도 그날 따라 문상
을 가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귀가한 김 회장은 공장에 물이 차게 생겼
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공장으로 달려갔다. 도착하니 이미 개울물
은 넘쳐 공장 내부까지 흘러들어와 무릎께에서 출렁이고 있었다.
당시 생산직원 중에는 한세실업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야간고등
학교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일
부 직원들도 기숙사에 있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모두 나와 온몸이 물
에 젖도록 분주하게 작업물들을 최대한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있었다. 바닥
에 놓인 옷감 등은 이미 비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도 어린 직원들까지
새벽부터 일어나 고생을 한 덕에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비
가 잦아들고, 어느 정도 사태를 수습하고 보니 벌써 아침이 지나 있었다.
비록 금전적 손해는 많이 봤지만 어려움을 같이 겪으며 서로 돕고 위하는
단결력을 확인한 소중한 기회였다. 이 또한 김동녕 회장에게는 값진 깨달
음이 되었고 이는 이후 ‘화합의 정신’으로 한세실업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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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장 가동과
초기 활동

당시 의류 봉제 산업은 대미 쿼터

인천 가좌동에 마련한 새 둥지

(Quota)제도가 있고 종합무역상사

한세실업은 설립 초기부터 흑자를 냈다. 재창업 3년여 만인

들이 선점하고 있어서 한세실업으로

1985년, 김동녕 회장은 한세통상의 부도로 남았던 은행 빚을 다 갚고

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여의치

인천공장을 매입하며 안정 성장의 발판을 다졌다.
우리나라에 1970년대 가구산업 붐이 일면서 가좌동에 목재

않았다. 때문에 한세실업은 남성용
수영복 반바지 등 비인기 쿼터품목들
및 논쿼터인 인조가죽 의류제품을 개
발 생산해 수출하였다

단지가 조성되었다. 가좌동은 원목을 들여오고 저장할 수 있는 바닷
물이 가까웠기 때문에 목재단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한세
실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신인 성업공사를 통해 15억여 원에 인
천공장을 매입했다. 인천공장은 원래 태흥목재가 있던 자리로 터가
4,500여 평이 넘을 정도로 넓어서 절반은 임대를 주고 나머지를 한세

HANSAE time capsule
한세공예의 생산품
-

실업이 사용했다.
인천공장은 크게 두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 개 동에
는 한세실업의 생산 라인과 영업부, 창고가 자리 잡았고 나머지 한 개

한세공예에서는 주로 PVC 합성으로

동은 공예품을 생산하는 한세공예가 사용했다. 작은 오피스 건물이

압출해 뽑은 실로 만든 자전거 바구

별도로 있었는데 그곳에는 외환, 총무, 회계부서 등이 위치했다.

니, 부활절 바구니, 개 바구니 등 각
종 바구니를 만들었다. 당시 공장에서

인재 경영의 시작, 대졸 공채

뽑은 실을 각각의 하청 가정에 배달하
면 가정에서는 지정된 바구니를 만들

한세실업은 1986년 제1기 대졸 공채 사원을 모집했다. 이는 창

어 납품하였고 한세공예에서 수출했

업 초창기부터 김동녕 회장이 중시한 인재 경영 철학이었다. 당시 대졸

다. 가내수공업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매출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

사원 공채는 5명을 뽑는데 20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경

지는 못했지만 초창기 한세라는 울타

쟁률을 기록했다. 영어와 상식 시험과 1, 2차 면접 등 3일에 걸친 체계

리 안에서 한세실업과 한세공예는 한

적인 과정을 통해 인재들이 꾸준히 입사했는데 이는 당시 제조업, 특히

가족이었다.

의류봉제업 전반의 채용 형식이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앞선 것이
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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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당시 인천공장 도면

한세실업이 시대를 앞서간 것이 또 있었으니 직원 봉급에 대
한 것이었다. 일례로 1987년~1988년 경 한세실업의 대졸 초임 총급

HANSAE time capsule
젊은 인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힘
인천공장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당시
의 사세를 본다면 전국 명문대학 출신
의 인재들이 입사를 결심하기 어려웠
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동녕 회장은

여액이 30만 원 중반대였는데 이는 삼성이나 대우 등 대기업과 비슷
한 수준이었다. 당시 삼도물산, 최신물산, 신성통상 등 전문 수출 봉
제업체나 한일합섬, 코오롱, 삼성 등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
는 상황이었는데 한세실업은 작은 회사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애썼고 그에 걸맞은 급여 지급 등으로 합당
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후로도 이런 기조는 지속
되었다.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질문만 하
지 않고 100% 수출기업에 대한 자부
심,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
하고자 하는 회사 정책, 해외 진출에 대

우븐 생산에 주력

당시 한세실업의 주 생산제품은 우븐 아우터웨어(Woven

한 구상 등을 전달했고 이는 주효했다.

Outerwear)였는데 그 중에서도 Kmart의 비중이 컸으나, York

김동녕 회장의 비전과 철학, 진솔한 모

East, Jonathan Stone 등 전문 수입상들과도 거래했다. 그때에도 신

습은 젊은 인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이 있었다.

제품 개발에 노력해서 한국 최초로 사냥복(Huntingwear)을 수출 하
였으며, 해변에서 입는 반바지형 남자 수영복을 개발하여 큰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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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 수 있었다. 당시 부평지역에 많은 하청업체들이 있었는데 경인
권의 공임이 가파르게 높아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거리가 멀어
도 기술이 좋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주처를 개발하고
관리하느라 어려움이 커졌다. 하지만 당시부터 거래처에 대한 현금결
제를 기본으로 했기에 한세실업은 업계의 롤 모델이 되었고 외주업체
들 사이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인기가 높았다.
당시 의류 봉제 산업의 경우 대미 쿼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 쿼터는 비싼 값을 주고 사서 거래를 해야 했고 구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세계물산 같은 전문 벤더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한세실업으로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때문에 한세실업은 남성용 수영
복 반바지 등 비인기 쿼터품목들 및 논쿼터인 인조가죽 의류제품을 개
발 생산해 수출하였다.
1986년 한세실업이 600만 불, 한세공예가 100만 불, 도합
700만 불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1987년 총 1,315만 불 고지에 다다랐
다. 당시 본사 인력은 관리직 30여 명과 생산직을 포함해서 300명 정
제1기 대졸공채 사원 모집 공고.
중앙일보 (1985. 11. 12)

도였고 생산시설은 6개 라인 규모였다.
국내 봉제산업의 환경 악화와 해외 진출 모색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노사분
규의 여파는 한세실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전국적으로 노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덩달아 임금 상승도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채
산성이 떨어지니 문을 닫는 업체들이 많아졌고 노동집약적이고 수출
효자 종목이던 의류 봉제 산업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한세실업 인천공장 정문(1990년대 초반)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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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완성 반장, 김 반장님
인천공장 시절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재
미있는 일도 많았다. 공채 신입 동기생
들은 한 팀이 되어 완성 반에 가서 자정
까지 박스 작업을 끝낸 후 여관에 가서

점치는 사람도 많았다. 한세통상 시절만큼의 급성장은 아니었지만 그
래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사업기반을 잡아가던 한세실업은 혼
란의 시기를 맞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해외진출은 국내 사업 환경 악화 속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었다. 1985년까지만 해도 섬유업계의 해외투자는 7개사 240만

같이 자고, 재단 반에 가서 연단 작업

달러에 그쳤으나 1986년 18개사 890만 달러, 1987년 19개사 1,280만

을 하기도 하며 3개월여 동안 함께 생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그 대상국 또한 중남미, 동남아, 미국

활했다. 이것이 일종의 신입사원 연수

령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국내 섬유업체의 해외투자 증가는 후진국의

였던 셈이다.
주말에는 관리자들도 다 같이 완성 박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후발개도국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릴

스 작업을 도왔다. 작업이 끝나면 관리

수 있는 묘안이었고 수출업체로서는 대미 수출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자, 현장직, 신입사원 할 것 없이 모두

방편이기도 했다.

가까운 인천 자유공원에 가서 삼겹살을
굽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서로 하루

대다수 의류수출업체들이 해외 진출의 모험을 감행하는 대신

의 노고를 위로했다. 김동녕 회장(당시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세실업은 해외로 생산기

사장)도 종종 사원들과 완성 작업은 물

지를 이전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증대하기로 했다. 국내의 인건비

론 회식을 함께 했는데 그래서 붙여진

급등, 노사문제 극복, 미국 수출환경 악화라는 장벽을 넘기 위해 적극

별명이 ‘완성 반장, 김 반장님’이었다.

적으로 해외 진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HANSAE time capsule
야간 특별학부, 꿈나무반
-

인천공장 봉제파트 한 개 라인에서는 꿈나무반이라고 부르는 야간특별학부 학생들이
일했는데 이 중에는 부천공장시절부터 한세와 같이 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회사가
일을 조금 일찍 끝내 주면 야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방과 후 사내 기숙사에 돌아
와 생활하는 어린 고등학생들이었다.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올라오거나 생활이 어려
운 학생들이 많았고 공단 주변에는 산업체 특별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다. 한세
의 대졸 직원들은 스스로 사내 야학을 만들어 꿈나무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
이 되고자 힘썼다.
노사분쟁이 한참이던 시기에 대다수의 일반 직원들도 그랬지만 이들 꿈나무반 사원들
은 전적으로 회사편에 섰다. 강성노조 활동을 천주교 성당 쪽에서 지원한다는 소문을
듣자 자발적으로 공장 주변 성당은 물론 서울의 명동성당까지 찾아가서 회사의 억울
함을 하소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사를 지키고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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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세의 초석,
사이판 진출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한세실업이 해외

최초의 해외현지법인 Kyungsuh Co., Ltd. 가동

첫 진출지로 결정한 곳은 태평양 한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았던 1980년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

가운데에 있는 미국 자치령인 사이

는 것은 그야말로 큰 모험이었다. 우선, 진출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판 섬이었다. 사이판은 미국령이어
서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무관
세였고 쿼터의 제한도 받지 않았다.

일이 문제였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생산지로 아시아 지역을
선호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경제발
전에 대한 열망이 커서 정부의 협조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쿼터제로 묶여 있어서 초기에 공장을 짓고 자리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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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공장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사이판 정부는 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이

잡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섣부르게 전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미국과 가까운 중미의 국가들은 논쿼터(Non Quota)
지역이고 미국과 가깝다는 큰 장점을 높이 사 과감하게 중미 진출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 설립 허가

을 선택한 업체들도 있었지만 한국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문화적인

를 내주지 않았다. 그래도 김동녕 회장은

이질감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게다가 봉제산업은 황무지나 다

시장조사 차원에서 사이판에 거주하는

름없었고 인구가 적어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었다.

한국인과 현지인을 여럿 만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다 사이판 검찰총장을 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한세실업이 해외 첫 진출지로 결정한 곳

내고 사이판에 정착한 미국인 변호사 출

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미국 자치령인 사이판 섬이었다. 전체의

신 인물과 알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크기가 우리나라의 강화도만한 사이판은 빛깔 고운 푸른 바다와 하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사이판 정부
가 5~6년간 신규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

모래사장 등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관광지로 더 알려

지 않았는데 조만간 내 줄 가능성이 있다

진 곳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과 미국이 격전을 벌인 곳으로

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꼭 연락을 달

도 유명한데 미국령이어서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무관세였고 쿼

라고 부탁하고 서울로 돌아온 김 회장은

터의 제한도 받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로부터 사이판 정부
가 곧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줄 것 같다는

그러나 산업 인프라가 취약하고 인구가 몇 만 밖에 되지 않는

연락을 받았다. 서둘러 사이판으로 날아

데다가 사이판 현지인들의 손기술이 좋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

간 김 회장은 결국 공장 설립 신청서를

었다. 하지만 20%의 현지인 고용원칙만 지키면 외지 인력을 끌어다

내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쓰는 것이 허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원창물산 등의 업체가
사이판에 진출해 있었고 중국의 루엔따이, 대만의 SMI 등 외국 업체
들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진출 이후의 상황을 가늠하는 데 도움
이 되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난관과 극복

한세실업이 사이판 정부로부터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이
1986년이었다. 당시 라이선스를 같이 받은 업체가 20여 곳이었는데
이를 보고 미국 정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허가를 냈다고 제동을 걸
었다. 그래서 이후 오래도록 사이판 정부는 공장 설립 허가서를 발급
하지 않았다. 쿼터나 관세가 코스트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당시 공
장 설립 허가를 따낸 자체가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허가서를 받은 기쁨도 잠시,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1988년 3월 해외현지법인 경서(Kyungsuh Co., Ltd.)를 가
동하며 구알롤라이(Gualorai) 해안가 언덕에 공장부지를 장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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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최초의 해외 생산 공장인
사이판 경서 공장 전경

하고 공장 건축 업체를 선정하여 H빔 철구조물을 모두 사이판 현지에
공수해 놓은 상황에서 공장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주민들이 반대하니 막상 공장 설립 허가서를 내줬던 사
이판 정부도 건축 허가서는 내주지 못하겠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첫 해외 진출의 꿈에 부풀어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이판 공장
설립이 지지부진하자 김동녕 회장과 관계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
어갔다. 사이판 공장 설립이 무산되면 당장의 손실은 감수한다고 쳐
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니 그 또한 막막한 일이었다.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실은 다 같은 처지라 하나 둘 라이선스를 포
기하는 기업들도 생겨났다. 시간은 흘러가고 나날이 공장터에 쌓아둔
H빔 철구조물들은 녹이 슬어갔다. 해결을 위해 이런 저런 방법을 모
색했지만 주민들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다. 한세실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여 가지 제
안을 했다. 그래도 주민들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찾
아낸 묘안이 바로 하수도였다.
한세실업에서는 기초공사를 하던 중 그 지역의 하수도 시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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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수도 연결을 해달라고 사이판 정부
에 청원을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공장이 들어설 곳이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나 하수도 사

공장 건설보다
더 어려웠던 하수도 공사
어렵사리 주민들과의 타협안을 만들었

정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착안한 한세실업이 이 지역의 열악한 하수
도 공사를 해주겠다고 나서니 공장은 절대 안 된다고 요지부동이던
주민들이 모두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으니 하수도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1mile
가량 되는 거리의 하수도를 연결하면 그
만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난관이 도

공장 건설 완공과 본격 생산

사리고 있었다. 첫 번째는 하수도 공사

사이판 공장터는 산림이 우거진 곳이었는데 단단한 암석지

를 해봤다고 나선 사이판의 한인업체가

대라서 돌을 깨뜨려가며 작업을 해야 했다. 게다가 진흙층이 두텁게

알고 보니 하수도 건설 경험이 전무했
다. 공사 진척이 없이 시간과 돈만 낭비

있어서 신을 신고 10m만 가도 걷기 힘들 정도로 진흙이 들러붙었다.

했던 것이다.

열대지방이다 보니 열대성 스콜이 자주 내려 공사를 자주 중단해야

이 사실을 알고 답답해하고만 있을 수는

하기도 했다. 사이판에 와 있는 대부분의 건설 노동자가 필리핀인들

없는 노릇인지라 김 회장은 직원들과 직
접 두 팔을 걷어 부치고 하수도 공사에

이었는데 ‘머리에 비를 맞으면 감기가 빨리 든다’는 미신 때문에 비

나섰다. 단순한 생각으로는 집 짓는 업체

만 오면 옷을 벗어 머리에 뒤집어 쓰느라고 바빴다. 전기 공급 문제

에게 무작정 땅을 파라고 해서 파이프를

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사이판 정부에서는 하수도와 마찬가지로

묻으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사이판의

자체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과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지형이나 토양, 하천은 우리나라와는 전
혀 달랐다. 레벨이 안 맞아 땅을 깊게 파
야 했는데 땅을 파면 돌멩이가 가득했다.
또, 마을이 높은 지대라 낮은 지대로 하
수를 흘릴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았는
데 중간에 맨홀을 만들고 펌프를 설치해

만큼 전기를 생산할 자가발전시설을 구축하느라 또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했다.
1988년 12월 24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2개 라인을 설치한
최초의 사이판 공장(1공장)은 첫 가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초창기 인

서 하수를 끌어올려야 하는 등 어려움이

력은 주로 인천공장에서 지원한 100여 명이 넘는 한국 생산직 직원들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맨땅에

로 꾸려졌고 현지에서 채용한 차모로족은 기술적 한계로 단순 보조업

헤딩하기’식이었지만 하수도 공사가 곧

무를 담당했다.

공장 건설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
하나 문제를 해결하여 완료하고 사이판
공장 건설을 재개할 수 있었다.

당시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 20개사 중 실제 공장 건설을 완료
한 곳은 대여섯 업체에 불과할 정도로 현지 건설 여건은 어려웠다. 하
지만 일단 공장 건설을 마친 이들 기업에게는 대미 수출에 유리한 독
점적인 지위를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었다. 긍
정적 여건과 한세실업의 적극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이후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1공장에 두 개 라인이 더 추가되었고, 1공장 옆에 공
장 한 개 동이 더 세워져(2공장) 4개 라인이 설치되었다. 경서는 기숙
사 2개 동과 공장 2개동에 8개 생산라인을 갖춘 규모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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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차츰 한국인들이 줄어든 대신 기술력이
한국인만큼 출중하며 임금조건이 좋고 일에 대한 의욕이 강한 중국
교포들로 교체되어 갔다.

HANSAE time capsule
물과 불의 재앙을 이겨낸
사이판 공장
-

사이판 진출에 따른 품목 전환 문제 대두
1999년 어느 일요일, 체육대회 날이었다. 사이판이 더운 나라이다 보니 무엇을 하
건 일찍 시작해야 했다. 첫 경기가 7시 반에 예정되어 있었으니 6시까지 모이기 위
해 직원들은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날은 새벽
부터 비가 많이 왔지만 사이판의 기후 특성상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체육대회 개최 여부를 염려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폭우가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갑자기 공장 뒤쪽 언덕이 비에 쓸려 내
려오면서 기숙사 뒤편에 모아놓은 드럼통까지 휩쓸어 기숙사를 덮쳐버린 것이다.

사이판 경서 공장 내부

체육대회가 없는 휴일이었다면 모두들 느긋하게 늦잠을 즐기고 있을 시간이어서
건물 파손은 물론 큰 인명피해까지도 충분히 일어났을 만한 상황이었다. 다들 깨
어 있었기에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었고 다행이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으니 기
적이라 할 일이었다.
2003년 7월 20일, 기숙사에 불이 났었다. 기숙사 옆에 식당이 있었는데 점심시간
에 직원들 중 식사 후 기숙사에 들어가 잠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날도
식사 후 기숙사에서 오침을 즐긴 직원들이 다 나와서 아무도 없었는데 기숙사에 불
이 났다. 기숙사 한 개 동의 절반이 전소될 정도로 불길이 번졌다. 인명피해가 없어
서 천만다행이었지만 문제는 각자 모아놓은 돈들이 기숙사 구석구석 있었는데 개
인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그 액수가 상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다 타버렸다는데 증명
할 방법도, 돌이킬 방법도 없으니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조금이나마 관리자들이 성
금을 내고 회사에서 보조를 해서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위로했다.
그 당시 전화로 김동녕 회장에게 기숙사에 불이 났다고 보고한 직원은 “다친 사
람은 없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뒷마무리 잘 하게.”라는 매우 단순한 대답을 들었
다. 담당자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 무슨 호령이 떨어질까 걱정부터 앞섰는데 전
화를 끊고 나니 ‘사람만 무사하면 다행이 아니겠는가!’라는 김 회장의 무언의 메시
지가 가슴에 남았다. 큰일에는 대범하고 담담하게 임하는 김 회장의 면면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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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련을 이겨낸 출발과 성공

Part

05

니트 생산 전문업체로
성공적 전환

한세실업은 특유의 도전정신과 ‘제

사이판 진출을 준비하며 공장 설립 허가를 받고 건설을 진행하

대로 될 때까지 하고 만다’는 끈기

는 2년여의 시간 동안 김동녕 회장은 직원들과 주요 생산 품목 선정에 대

를 발휘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니트웨

한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사이판 진출 이전에 한세실업이 국내에서

어 생산전문 업체로 전환했다. 뿐

주로 생산하던 우븐웨어는 대체적으로 부피가 크고 여러 공정을 거쳐야

만 아니라 기술력이나 생산력에 있
어서도 니트 선발업체이자 선도업
체로 자리매김하며 사이판기의 부
흥을 이룩했다.

하는 고가의 아우터웨어였다. 국내에서는 쿼터 제한을 많이 받았기 때문
에 조금이라도 단가가 비싼 제품에 주력하고 아우터웨어 생산 시즌의 공
백기에는 쿼터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남성용 스위밍 트렁크 등의 제품
을 개발, 생산해 수출했다. 하지만 사이판은 무관세, 논쿼터 지역이라는
이점과 부자재 수급, 기술인력 조달 등의 여건이 국내 상황과 많이 달랐
기에 생산 품목에 대한 선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남성용 스위밍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기존의
주력 제품인 아우터웨어의 경우에는 해외 생산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
랐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 니트 생산

일명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관세협력이사회상품분류표) 넘버는 관세 부과의 편리를 위해 일련의
상품을 속성, 구성 재료, 형상, 용도 등에 따라 동일 그룹으로 분류하
여 숫자를 매긴 것인데 338/9(면 티셔츠 쿼터), 638/9(니트 셔츠 쿼
터) 등 환편기(Circular Knitting Machine)로 짜는 니트류는 당시 우
리나라에 배정된 쿼터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논쿼터 지역인 중미로 진출한 업체들 중에는
니트 생산공장을 지어 크게 성공한 업체들이 있었다. 한세실업은 미
국과 거리는 멀지만 무관세, 논쿼터 지역인 사이판에서도 충분히 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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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초창기 폴로 셔츠 생산의
난관 극복
-

폴로 셔츠 생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던 어느 날, 김동녕 회장은 사이판에 출장을
왔다 태풍 때문에 하루 더 머물게 된 Levi’s의 지점장과 하룻밤을 지새웠다. 둘은 연
배도 비슷하고 서로 호흡이 잘 맞았다.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점장은 “폴
로 셔츠를 두세 달 훈련시키면 라인당 천 장은 나오겠지요?”라고 물었다. 김 회장은
순간 속으로 그 정도는 물론 자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게 가공임이 책정될 테니 속내를 그대로 드러낼 수도 없었다. “천 장이요? 하하, 6
개월 하면 8백 장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자 지점장은 “도미니카나 파키
스탄에서 지금 몇 장을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충분히 가
능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자신감과 Levi’s 지점장의 기대처럼 한
세실업의 폴로 셔츠 생산력은 빠르게 증가했다.
초창기에 800여장 생산되던 폴로 셔츠는 2-3년 뒤에는 2,000장을 넘겼고 몇 년 뒤
에는 2,400장 까지도 생산이 되었다. 주변의 회사들이 견학을 올 정도였고 한세는
흔쾌히 공정과 기계 장치등을 공개하였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업계의 화합에 노
력했기 때문이었다.

이 있다고 판단하고 니트 제품 생산으로 전환을 준비했다.
생산 품목 선정에서 니트와 최종적으로 경합을 벌인 품목은
신사복 정장 셔츠였다. 당시 정장 셔츠는 대단히 중요한 품목이었다.
국내의 경우 섬유 수출의 선두를 달리던 대우의 부산공장 정장 셔츠
생산 인력이 3만 명에 이를 정도였고 협진양행, 삼도물산 등 유명 업
체들도 정장 셔츠에 주력할 정도로 호황세였으나 쿼터 부족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논쿼터 지역인 사이판에 진출한 업체들은 국내에서부
터 니트를 생산하던 원창물산 등 몇몇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991년 6월 18일 무재해운동 1배 달성장

수요가 많은 정장 셔츠를 생산하고 있었다. 미국 바이어들도 한세실
업이 정장 셔츠를 생산한다면 관련 기계 구입이나 원부자재 공급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적극 나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의
이익이 보장되고 보다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장 셔츠를 선택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니트 생산은 한세실업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같은 의류 생산이라 하더라도 우븐웨어와 니트웨어의 차이는
매우 컸다. 정장 바지, Y셔츠와 같은 라이트 가먼트(Light Garment)
에서부터 다운자켓과 같은 헤비 가먼트(Heavy Garment)에 이르기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_2. �� 1�.indd(��).indd 51

51

13. 12. 16. �� 5:04

까지 우븐웨어의 경우에 옷 만드는 과정이 니트웨어에 비해 복잡하고
부자재도 많이 들지만 원단을 구매하여 봉제하기 때문에 원단에 대한
부담은 적었다. 그런데 니트웨어의 경우 대체로 원사를 구매하여 편
직하고 염색하는 등 원단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관여해야 했다. 때문
에 니트웨어 생산 경험이 전무한 한세실업이 해외 진출과 동시에 니
트로 품목 전환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니트웨어 생산이라는 과감한 도전을 할 것
인가, 정장 셔츠 생산으로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한세실업은 회사의
사활을 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최종적으로 니트웨어 생산으로
방향을 잡았다. 미국 현지는 물론 세계적인 유행 추세가 보다 편하고
실용적인 캐주얼 니트웨어 쪽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향후
니트웨어의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니트 영업의 시작과 성장

한세실업은 사이판 공장 건설을 진행하는 한편 니트 영업에
시동을 걸었다. 1989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니트 영업부가 최초
로 조직되었는데 이것이 한세실업의 여의도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었
다. 실 평수 20평이 채 안 되는 사무실에 책상 5개, 그 옆의 개발실에
미싱 2대와 원단 작업대를 갖춘 소박한 규모의 시작이었다. 차츰 외부
에서 니트 전문 인력을 영입하는 등 영업력을 갖추고 자체 기술력과
생산력을 축적하면서 니트 생산 전문업체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보다 험난한 길을 선택한 탓에 니트 생산 초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언뜻 생각에 30~50개는 족히 되는 옷감 조각을 봉제해야 하는
부피가 큰 아우터웨어가 훨씬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 앞판, 뒷판, 양
소매, 목 등 다섯 조각을 봉제하는 니트 셔츠 생산이 쉬울 것 같지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영업은 영업대로 현
지 생산은 생산대로 처음 겪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착실하게 니트 생
산의 노하우를 쌓아나갔다.
한세실업이 정장 셔츠 대신 니트 생산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결과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은 옳은 선택이었다. 시간이 흐
르자 정장 셔츠를 생산하던 다른 업체들도 거의 니트를 생산하기 시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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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 셔츠 생산으로 성장 가속화

니트웨어 생산 초기 1~2년간 한세실업은 라운드넥, 브이넥,
터틀넥 등 기본적인 형태의 니트 셔츠를 생산하며 어려움을 이겨냈고
빠른 공장 안정화를 이루었다. 이 시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Levi’
s와 Gap은 한세 실업 성장의 양대 축이었다. 특히 사이판 생산 개시
2~3년 후, Levi’s와의 거래를 확대하며 폴로 셔츠(Polo Shirt)를 생
산하기 시작한 것은 한세실업 특유의 과감하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사례였다.
Levi’s는 파키스탄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Pique원단 폴로
셔츠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대체 생산처를 물색하던 중 사이판의 업체
들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대부분 폴로 셔츠 생산 제안을 반기지 않았
다. 비교적 생산이 수월한 니트류의 오더가 넘쳐나고 있는데 깃이 있
고 단추가 달려 기술적으로 어렵고 부담도 큰 폴로 셔츠를 생산할 이
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세실업은 먼저 하겠다고 나
섰다. Levi’s는 소량의 오더를 넣어서 결과를 보고 거래를 조절할 수
있으니 일단 기회를 주었고 결과는 양사 모두 흡족한 것이었다.
한세실업이 폴로 셔츠를 생산하기 시작하자 서서히 다른 업
체들도 폴로 셔츠 생산에 눈을 돌렸다. 하지만 한세실업은 베이직한
Pique원단 폴로 셔츠 생산은 물론 자카드(Jacquard), 스트라이프
(stripe) 등 새로운 원단 개발 능력 확대와 생산력 증대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져 나갔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사이판기의
성장은 가파르게 이어졌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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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련을 이겨낸 출발과 성공

Part

06

사이판의 성장과 확대

New Star Corporation 인수

한세실업의 사이판 진출은 성공적
이었다. 규모나 역량 등 모든 면에
서 건실한 중견기업으로서의 위상
을 새롭게 하는 한편 지속 성장의

한세실업은 1991년 4월, 경서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
은 신성(New Star Corporation)을 인수했다. 그리고 1993년 10월
경서와 신성을 합병하여 한세사이판(Hansae Saipan Inc.)으로 새롭
게 법인 설립했다.

확고한 기틀을 구축할 수 있었기

신성은 사이판 시내에 위치한 작은 공장이었다. 기존의 경서

때문이다. 사이판 공장이 설립된

1, 2공장 8개 라인에서 Gap의 후드(Hood)와 폴로 셔츠, Levi’s의 폴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동

로 셔츠를 주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늘어난 JC Penney의 폴로 셔츠

안 한세실업은 ‘별다른 걱정 없는 1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거리상 가까운 신성공장을 인수하여 생산을 시

차 전성기’를 누렸다.

작했다.
신성공장에는 2개 생산 라인이 있었다. 전체 규모도 크지 않아
서 소규모의 기숙사와 식당이 있었고 여유 공간에는 컨테이너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이곳에 120여 명이 넘는 생산 직원들이 근무했는데 한
국인 관리직은 2~3명에 불과했지만 원활하게 생산 및 관리가 이루어졌
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성공장만의 더 가족적이고 친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신성의 인수로 한세실업은 사이판에서만 총 10개 생산 라
인을 가동하게 되었다. 오더 증가에 따라 생산력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American Pacific Textile, Inc. 설립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바이어와 생산 품목이 다변화되
기 시작했다. 기존의 경서 1, 2 공장이나 신성공장만으로는 생산능
력이 부족해서 공장 증설이 시급해졌다. 그 결과 타나팍 지역에 암펙
(American Pacific Textile, Inc.) 법인을 추가 설립하고 오더 증가세
에 맞춰 시간차를 두고 1, 2 공장을 건설했다. 몇 년에 걸쳐 증설된 암
펙의 최종 생산 라인은 경서와 마찬가지로 1공장 4라인, 2공장 4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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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추석 민속행사장에 함께한
NEW STAR 직원들

총 8라인이었다. 이로써 한세실업은 사이판에서 경서 8라인, 뉴스타
2라인, 캄 2라인, 암펙 8라인, 총 20라인의 생산시설을 갖춘 중견 기
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경서공장은 공장부지가 산호초섬 해안가 언덕이라서 공사 중

HANSAE time capsule
캄(Kam) 공장
1994년, 경서공장은 한 울타리 안
에 있던 두 개 라인 규모의 캄공장을

단단한 바위 때문에 돌을 깨느라 고생해야 했다. 하지만 타나팍의 암
펙공장 예정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미 미군들이 쓰기 위해 기름 탱
크를 설치했던 곳이라서 건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공장부지에 있던 조그마
한 습지의 물고기,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새 들이었다. 공사를 시작했

흡수했다. Kam은 원래 사이판의 유

는데 미국의 환경운동 단체 소속 사람들이 와서 물고기를 죽이면 안

명 호텔을 짓던 건축회사로 한세실

된다고 시위를 해서 곤혹을 겪어야 했다. 그뿐 아니라 터를 닦으려면

업의 사이판 공장도 전담하여 건설하
고 있었다. 이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

우선 나무를 쳐야 되는데 새집이 있으니 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고 버

전을 하게 되면서 캄공장도 한세실업

텨서 공사를 중단하고 대나무 가지를 휘저으며 새를 쫓는 우스운 상

의 공장이 되었다. 캄공장에서는 주

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로 Abercrombie&Fitch의 탱크탑이
생산되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_2. �� 1�.indd(��).indd 55

55

13. 12. 16. �� 5:04

사이판 암펙 공장 에이전트 방문시 공장에서 설명
1998년 사이판 암펙 송년의 밤

사이판 시기에 구축된 지속 성장의 기틀

첫 해외 진출지인 사이판의 경험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제품
생산과 수출 등 업무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문화적 차이나 소통의 어
려움에서 오는 것도 많았다. 사이판의 치안이 좋지 않아 공장 주위에 철
조망을 쳐놓은 것을 비정부기구(NGO)에서 사진을 찍어 노동자 탄압
이라고 압박을 넣은 적도 있었다. 공장 밖에서 찍은 사진은 얼핏 수용소
같아 보일 수도 있었다. 노동력 착취기업이라는 식으로 미국 소비자들
에게 오해를 사면 회사의 존폐가 흔들릴 수도 있는 비상상황이었다. 미
국령이다 보니 임금이나 처우 등은 미국 법에 영향을 받아 엄격했지만
사이판 현지의 사회 인프라나 정부의 정책은 합리적이지 못한 면도 많
았다.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더했고, 예상치 못한 난관들도 수
시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세실업의 사이판 진출은 성공적이었다. 규모
나 역량 등 모든 면에서 건실한 중견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한편 지속 성장의 확고한 기틀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세실업은 사이판 시기를 통해 현지화의 키포인트가 지역

56

��_2. �� 1�.indd(��).indd 56

13. 12. 16. �� 5:04

HANSAE time capsule
기초 공사, 기둥 공사부터
무조건 튼튼하게!
-

암펙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마련한 땅은 6,000평이 넘는 넓은 터였다. 공장부지 매
입 논의 중에 땅 주인은 앞쪽 땅은 비싸게, 뒤쪽 땅은 싸게 쳐서 팔겠다고 나왔다. 한
세 실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낸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서류상 복잡하
지 않았다. 때문에 협의하는데 얼마간의 시일이 소요되었는데 협의가 진행되고 있
는 사이에 H업체가 서둘러 암펙공장 예정지 앞에 있는 땅을 매입하고 공사에 들어
갔다. 그곳의 지대가 경사져 있어서 H사 위편으로 암펙공장터가, 그 위쪽으로 목장
이 위치하게 된 것이었다.
한세실업도 협의 끝에 땅을 매입하고 공사에 들어가며 먼저 축대를 높이 쌓았다. 그
런데 목장에서는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따금씩 불을 놓았다. 그러니 비가 많이 내
리면 땅이 다 흡수하지 못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 중에
큰 비가 내리자 결국 축대가 무너지면서 H사를 덮쳤다. 한세는 무너진 잔해를 다 걷
어 버리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시 축대를 세워야 했다.
이웃 업체에게도 미안한 노릇이었고 암펙공장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노출된 사건이
었다. 이 사건 이후로 ‘기초 공사, 기둥 공사부터 튼튼히!’는 한세가 무조건 실천하
는 덕목이 되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역 주민과의 융합이라는 것을 몸소 체득
했다. 장기적인 공장 가동과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이익
만 쫓지 않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성숙한 기업 마인드와 실천이
필요한 것이었다. 한세실업은 현지 인력 고용이나 장학금 지급 등 지
역사회 공헌에 앞장섰다.
또한 사이판 현지인, 한국인, 필리핀인, 중국인 등 여러 민족
이 어울려 ‘한세’라는 이름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생활하
다 보니 노무관리, 인력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 노하우
라고 해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생산직이나 관리
직, 나라와 민족에 구애 없이 서로 어울리며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한세에는 주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매
주 야유회, 회식, 체육대회,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가 많이 열렸다. 한
국인 관리직 직원들은 현지직원들의 경조사에 무조건 참석하며 인간
적인 정을 나누었다. ‘한세인’은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후 직원 화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강화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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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충실하되 회사가 먼저 앞장서 기본보다 임금을 더 주고자 제시
했고 이는 노사 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되었다. 업무 로테이션 근무나 해외근무 활성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해외체험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도 사이
판 시기에 시작된 한세실업만의 독특한 문화가 되었다. 한세실업은
유연한 조직 운영과 전권 위임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했는데 이는 유래 없
이 파격적인 것이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 육성이 이루어지
는 계기가 되었다. 사이판 시기에 이루어진 한세실업의 다양한 경
영활동은 제조업체로서 현장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현장 밀착
경영’의 단단한 초석이 되었고 이후 회사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핵심 DNA로 작용했다.
한세실업은 나라와 민족에 구애 없이 서로
어울리며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야유회를 많이 실시했다.
사진은 1989년 3월 사이판 정글비치
B코스에서 경서직원 피크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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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소통을 통한 감성경영의 출발
사이판 시절부터 이어진 조깅 경영

-

김동녕 회장은 일찍부터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선호하는 골프와 같은 고급 운동
보다 사원들과 함께 건강까지 챙기며 땀 흘릴 수 있는 조깅을 즐겼다. 사이판 시절 초
기 2년여 동안 김 회장은 그곳에 상주하다시피 했는데 이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직
원들과 사이판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끼고 있는 메모리얼 파크의 4마일(6.4km)이 넘
는 코스를 달리며 하루를 시작했고, 이후로 출장을 가 머무르는 동안에도 직원들과의
조깅으로 아침을 열었다.
사이판 성장의 정점을 찍었던 2000년도 즈음, 아침 조깅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다.
김 회장이 앞장서면 그 옆에 행정총괄이 서고 뒤에 총무 등 지원부서 직원들이 두 줄
로 나란히 따라 붙어 달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 한 명씩 로테이션하여 김 회장의
옆자리로 갔다. 이렇게 한 시간에 걸쳐 환담을 나누며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면 전날의
피로가 말끔히 가시고 정신이 맑아져 기운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김 회장의 조깅은 한편으로 1:1 업무 현안 점검 회의이기도 했다. 때문에 같이 뛰는
직원들에게 마냥 편안한 시간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꽉 막힌 사무실이 아니라 탁 트인
대자연의 품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탄없이 자신의 업무역량을 어필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직원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출고 상황, 평균 단가, 바이어별 변화 등 각자 맡은 영역의
현안을 훑으며 핵심 내용을 머릿속에 되새겼다. 조깅을 하며 대화를 나누려면 당연히
서류를 뒤적거릴 틈 없이 모든 사항을 즉문즉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질
문이 업무에 관련된 사항만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개인사적인 부담 없는 이야기도 오
고 갔지만 “저쪽 길이 오래도록 끊어져 있는데 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 같은 돌발 질문을 받으면 직원들은 당황하기 마련이었다. 이런 물음들은 사실 상
식을 가늠하거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로직(Logic)을 중요시하는 김
회장이 직원들의 생각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 생각의 논리를 짚어보며 개개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감성경영의 일환이었다. 더불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일을 맡겨 보다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재경영의 한 방편이기도 했다.
‘직원들과의 조깅’은 한세실업의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화되었
지만 베트남을 거쳐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물론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에서도 김 회장은 아침마다 직원들과 함께 달리며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한다.
튼실한 기업, 한세 30년 역사를 일군 한세문화의 중심에 김동녕 회장의 새벽 조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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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련을 이겨낸 출발과 성공

Part

07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

1990년대 중후반을 강타한 두 번

1990년대 성장의 양대 축, Gap과 Levi's

의 위기 앞에서도 한세실업은 주저

1990년대 초반 비슷한 시기에 거래를 시작했던 Levi's와

앉지 않았다. 김동녕 회장을 비롯

Gap은 한세실업이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매

한 담당자들은 대체 거래처를 발굴

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6년경 큰 위기가 찾아왔다. 매출의 거

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그 결과
여러 거래처들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Gap과의 거래가 단절되었던 것이다.
당시 한세실업은 양진양행이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Gap의
베이직 플리스(Basic Fleece) 작업 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볼륨이 3천
만 불 가량에 이르러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Gap과의 거래가 중단되어, 한세실업으로서는 순항 중에 한쪽 날개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한세실업은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
력했고 몇년 후 베트남 공장에서 다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었다.
Levi's는 시즌별로 한 시즌에 솔리드원단, 스트라이프, 프린
트 등을 믹스해서 사용하는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 영업팀이 원단을
배우고 개발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가격적인 면에
서의 수익성과 공장의 생산성이 두루 좋아서 회사 성장의 한 축으로
든든한 바이어였다. 그런데 1998년경 Levi's가 자체 리엔지니어링을
했다. 미국 본사에서 전 세계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 Levi's의
국내 상승세가 꺾여서 한국 사무소도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Levi's의 품질관리가 매우 타이트했는데 그러다 보니 공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이 경쟁업체들에게 밀렸
다. 2,500만 불까지 하며 함께 성장을 이루던 Levi's가 휘청거리니 그
여파가 한세실업에까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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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다변화를 위한 노력

1990년대 중후반을 강타한 두 번의 위기 앞에서도 한세실업
은 주저앉지 않았다. 김동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대체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그 결과 여러 거래처들을 개발할 수 있었
다. 특히 Li&Fung이라는 에이전트를 통해 많은 바이어와 거래를 이어
갈 수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고 힘든 작업을 많이 수행해야 했
기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지만 생산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업체질을
강화하여 글로벌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1996년부터 Li&Fung을 통해서 The Limited Inc., Express,
Abercrombie&Fitch, American Eagle Outfitters, Lane Bryants,
New York&Company 등 점차 바이어를 확대하며 Gap과의 단절에
서 비롯된 공백을 빠르게 메워 나갔다. 기존의 것들은 품목이 단순한
편이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 레이디스 웨어(Lady's
wear) 쪽이어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필요했다. 이 시기
한세실업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생산할 수 있

HANSAE time capsule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

“Limited를 사이판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한세가 사이판에서 Limited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업계 사람들의 반응은 매
우 회의적이었다. 빠른 리드타임(주문에서 선적까지의 기간) 과 높은 품질을 요구하
는 바이어들에 맞추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었다.
보통 오더 이후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150일! 하지만 당시 사이판은 1/3까지 출고
시간을 앞당겨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배로 가면 열흘씩 걸리는 원단 송출을 비행기
로 보내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벌어진 진풍경도 있었다. 공항에서 개인에게 서류
대행을 부탁하고 물건을 화물칸에 실으며 17kg인 원단 한 절을 많게는 2,000kg까
지 싣는 대역사를 치루기도 했던 것이다. 당시 자기 팀의 원단을 한 절이라도 더 싣
기 위한 한세의 각 팀 원단 담당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서 당일 자기 원단을 모두 실은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희비가 매일 엇갈리곤 했다. 사이판행 비행기가 뜨는 오후 7
시 경의 김포공항은 한세 원단 담당자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비행기 시간에 맞추기 위해 담당자들은 허다하게 밤을 새웠고 너무 많은 짐 때문에
싣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행기 이륙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비행기 이륙도 늦추
는 엄청난 힘으로 한세인들은 고객을 만족시켰고 이를 토대로 한세실업은 고속 성장
을 이어갈 수 있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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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니트 원단 생산 자체 개발
우븐은 원단업체를 통해 규격화된 원

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공장의 생산 스케일도 커졌다. 경우
에 따라서는 예상한 만큼의 생산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
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승화시켰다.
Limited는 미국 내에서도 패션을 리드하는 브랜드인데 특

단을 구매해야 하지만 니트는 원하는

히 리드타임이 짧았다. 이전 바이어들은 보통 시즌별로 움직였는데

대로 개발이 가능했다. 해외에서 니

Limited는 일주일별로 체인지를 해야 해서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한

트 원단을 구매하면 가격은 저렴하

세실업은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Express도

지만 원하는 퀄리티나 디자인을 뽑
기 힘들었다.

빠른 대응이 필요했는데 특히 컬러에 민감한 바이어였다. 하지만 한

한국 업체들의 원단 생산 능력이나 설

세에서는 최대한 바이어의 기준에 맞는 컬러감을 구현하려고 노력했

비가 외국 업체들보다 우수했다. 의류

고 그 결과 생산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이어 만족도

봉제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우리나라
에는 원사, 편직, 염색, 가공에 이르는

를 높일 수 있었다. Abercrombie&Fitch는 미국의 넘버원 캐주얼 주

니트 원단 생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니어 브랜드인데, 이 또한 디자인이나 컬러, 디테일에 있어서 엄청

있었다. 원사를 구입해 편직업체에 공

난 변화와 짧은 리드타임이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품질에 있어서

급하면 요청사항에 맞춰 기계 조정이

도 높은 완성도를 구현해야 했다. 하지만 한세실업은 바이어별로 특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필요
한 물량만큼의 원단 제작이 이루어지

화된 팀제 운영으로 긴밀하게 대응하여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역

면 염색, 가공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을

량을 축적해 나갔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Sears나 Kmart,

거쳐 빠른 시간 내에 현지공장 조달

Aeropostale 등 Li&Fung 이외의 바이어를 추가하며 매출 확대에 박

이 가능했다.

차를 가했다.
기획 제안형 ODM의 시작, 원단 생산능력 배양

1990년대 중반부터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자체 개발한 원단 및 디자인을 제공하는 기획 제
안형 ODM이 시작되었다. 한세실업도 이때부터 기획 제안형 ODM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1995년 기준 4천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초창기의 기획 제안형 ODM은 사실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것
보다 국내에서 편직, 염색, 가공과정을 거쳐 필요한 원단을 생산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다. 원단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경쟁력을 높
이는 동시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OEM업체
들이 선호했다. 하지만 소재에 따른 진행에 한계가 있고 실패 시에는
리스크도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세실업은 기초적인 면
원단부터 개발을 시도하며 원단 생산 능력을 갖추어 나갔고 그 결과
점차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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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련을 이겨낸 출발과 성공

Part

08

중미 지역 개척과 안정화

"사실 중미 진출은 좀 늦었습니다. 사

Esperanza,S.A. 인수로 니카라과 진출

이판 성공에 도취해 게으름을 부린

한세실업은 1998년 7월에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구아 공단에

탓이지요. 또 다시 ‘맨땅에 헤딩’할

위치한 금경의 Esperanza,S.A.를 인수하며 중미에 진출했다. 10개

생각을 하니 겁도 나고, 너무 먼 곳이

라인 규모의 봉제공장을 인수하면서 미국과 가까운 중미에 지역생산

다 보니 출장 다닐 엄두도 안 났어요.
중미는 미국 코앞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상당한 지역입니다. "
- 매경이코노미 제1586호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회사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
로 봤을 때 사이판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다. 쿼터 문제도 있었고 미
국령에서 독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무엇보다 사이판 인력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 새로운 CO(Country of Origin) 개발이 필요해졌다.
중미는 미국과 가까워 지리적 이점이 컸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맞물려 나라마다 무쿼터, 무관세의 다양한 혜택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1980년대부터 진출했던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1990년대 들어서는 이미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물론 임금이 비
싸고 치안이 불안정하다는 등의 약점도 있었지만 중미가 세계 의류봉
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 동안 한세실업은 과도한 확장
보다 사이판 집중 육성에 전념하다 보니 중미 진출이 경쟁사보다 늦
어진 감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등을 중심으로 의류봉
제업이 발달해 있었다. 한세실업이 선택한 니카라과는 사실 같은 중
미지역에 속해 있었지만 의류 산업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관점을 달리 보면 과도한 경쟁 상태에 놓인 다른
국가들로 진출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었다.
니카라과 생산 초기에는 3개 라인에서 Limited 등 기술을
요하는 Li&Fung 오더로 시작했는데 라인 가동률도 떨어지고 기술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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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도 좋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니카라과에서는 소매 있는 옷은
못 만드니 소매 없는 티셔츠나 만들라’는 업계 관계자의 조언이 빈

사이판의 성공을 넘어,
중미 지역으로
-

말은 아니었다.

섬유쿼터(Fiber Quota)제도란 1974

1999년 Wal-mart, Kmart, Target 등과 대형 디스카운트 스토어의

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

오더를 받기 시작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작업에 들어갔다. 제품을

정)에서 합의된 국제섬유협정에 의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섬유수입국

니카라과에 적합한 바이어 발굴에 노력한 결과 한세실업은

대량으로 납품하는 비즈니스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도 컸

이 수출실적에 따라 매년 품목별, 국

지만 교육을 통한 기술력 향상으로 생산력은 차츰 안정되어 갔다. 점

가별로 쿼터(quota:배당량)를 정해

차 사이판은 기술을 요하는 소량의 제품 생산처로, 니카라과는 대량

서 그 물량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
용한 것이다. 아무리 생산력이 뛰어나

생산과 바이어에 대한 긴급 대응처로 특화되어 갔다.

고 오더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쿼터를
구하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는 구조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로 공장 안정화

던 것이다. 그러나 사이판은 미국령이

2000년에 16공장을 비우고 3/4공장으로 옮기며 메인 오피스

라 쿼터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에 대
미수출 물량의 제한이 없었다. 게다가
무관세의 이점까지 있었다. 하지만 자
유무역 확대 추세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
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폐지가 예

가 좀 더 가동력을 높여 니카라과 안정화에 힘썼는데 특히 직원 교육
에 노력을 기울였다.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니카라과의 공단 앞에는 많은 사람
들이 모였다. 그러면 한세실업의 인력 관리자는 피켓을 들고 오바, 본

견되었다. 이에 한세실업은 사이판의

봉, 삼봉사 등 각 섹션에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 공장으로 데려왔다. 기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경영

능사들을 테스트하여 공장에 배치하고 비기능사는 한 곳으로 몰아 실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

기교육을 시켜 라인에 투입했다. 하지만 니카라과에는 기능사도 얼마

나로 중미 지역 진출에 힘을 실었다.

없거니와 기능사라고 해도 기술이 신통치 않았다. 한세실업은 먼저 사

HANSAE time capsule
컨테이너 도난 사건
-

니카라과는 치안도 불안정하고 항만이나 도로 등 산업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아 초창
기에 고생을 많이 했다. 현장이 안정화되기도 전에 컨테이너 도난 사건을 당해 어려
움이 배가 되기도 했다. 과테말라에서 출발한 원부자재 컨테이너가 육로로 오는 도중
산적을 만나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납기를 맞춰야 하니 니카라과 공장에서는 항공편으로 14,000kg에 이르는 자재를 다
시 나누어 받아가며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자재 수급은 늦고 공장은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태였으니 하루에 티 700장을 생산하면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작업은 더디게 진
행되었다. 생산량도 현재의 1/4 수준인데다 불량률도 높아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니
카라과 근로자들이 단합하여 위기 상황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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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진출의 시작인 금경의 Esperanza,S.A. 인수
중미 1부 워크숍

람들을 뽑아 교육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2000년도에 2주 교
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우선 새로 들어온 생산직들을 대상으로 한국
에 대한 문화적, 정신적 교육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각 공장의 반장을
모아 2주 동안 실기교육을 시켜 돌려보냈다. 기능이 필요 없는 사람들
도 3~4일 기본 교육을 시켜 현장에 투입했다. 당장 일손이 필요한 공
장에서는 아우성이 심했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원칙을 지켰다. 교육과
더불어 각종 경진대회도 진행했다. 1년 정도 꾸준히 직원 교육에 매진
하자 퇴사율도 절반으로 떨어지고 현장의 분위기도 잡혔다.
2001년에 이르러 비로소 공장이 안정되고 생산력이 증대하
기 시작했다. 그런데 2002년 9월,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이
임금 개선 등의 이슈를 내세워 8일 동안 파업을 일으켰다. 미국 서해
안 항만들이 거의 모두 마비된 LA 서부항만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50대가 넘는 컨테이너가 3주 동안 묶여 공장은 공장대로 내부의 자재
라도 긁어모으느라, 밖으로는 단 몇 개의 컨테이너라도 빼내 작업을
진행시키려고 애쓰느라 큰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 사태로 주문 취소
는 물론 납기 연장을 피할 수 없었고 이듬해 1월, Kohl's 납기를 마지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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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니카라과 현지인 근로자들의 마음
-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지만 니카라과의 국민성은 인생을 즐기는 낙천주의적인 성
격이 강했다. 급여날인 금요일이면 다들 화려한 옷이 든 큰 가방을 메고 출근했다. 퇴
근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파티에 갈 준비로 화장실이 북새통이 되었다. 초기에 이런
모습을 본 관리자들은 그들과 함께 춤추고 술도 마시며 어울려 친목을 도모하는 것까
지야 좋았다. 하지만 그들의 자유분방한 복장이나 행동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던 사이판 인력들과 확연히 다른 성향을
접하며 믿고 일을 맡겨도 되는지 미덥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가 이틀 동안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에서
는 공장 가동은 힘들겠다고 지레 포기하고 있었다. 정치계열 노조를 포함한 복수
노조까지 있는 상황이라 파업의 여파가 회사에까지 크게 미치는 것은 아닌가 우
려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근로자들은 파업 당일 아침, 새벽부터 먼거리를 걸어서 정상 출
근했다. 그들은 “월급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한국인들이 고맙고 정이 들어서 회사일
을 외면할 수 없다”며 열심히 일했다.

막으로 몇 개월간에 걸친 사태 수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내외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세니카라과는 성장을 이어
갔고 2004년을 넘기며 수출 1억 불을 달성해 니카라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니카라과 대통령은 직접 공장을 방
문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한세니카라과에 대한 감
사를 표했다.
니카라과와 미국으로부터 TPL 지위 획득으로 경쟁력 상승

2003년 말부터 미국과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
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은 모든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관
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의 FTA 체결을 추진했다. 2004년 초
CAFTA(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체결됨에 따
라 니카라과를 비롯한 중미 5개국의 대미 수출 환경은 더 좋아지게 되
었다. 그런데 이 국가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니카라과는 2005년 미국
으로부터 TPL(Tariff Preference Level) 지위를 얻었다. 연간 1억 스
퀘어 메타(㎡)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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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공장 내부 모습

이는 면으로 만든 티셔츠 2억 장 분으로 옛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쿼터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물량이었다.
TPL은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으로 번갈아 정권을 교체하며
혼란을 겪고 있던 니카라과가 태풍에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하
자 미국이 국제협력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특혜를 준 것인

HANSAE time capsule
지구 반대편을 핸들링하다
-

사이판은 중미에 비해 거리도 가깝고 통관도 비교적 어렵지 않았다. 핸드 케리
(hand-carry)가 발달해 있어 기동성 있게 업무를 공유하고 자재를 공급할 수도 있었
다. 하지만 니카라과는 먼 거리와 까다로운 통관절차 때문에 라인에 부속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한국과는 낮과 밤이 반대이니 현장과 본사의 업무 공유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
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는 시절이었으니 전화로, 팩스로….
그러다 보면 반절이 잘린 팩스 하나 다시 받느라고 야근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
다. 그래서 니카라과에서는 ‘낮에는 국내 업무, 밤에는 해외 업무’가 공식이 되었다
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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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한세니카라과의 경쟁력 상승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2006
년 한세니카라과는 니카라과 수출상을 수상하였으며 커피, 담배, 새
우 등 대표적인 농수산물 수출국가인 니카라과의 산업화에 기여하는
한편 한세실업의 대미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니카라과 비르힐리오 구르디안(Virgilio
Gurdian) 노동부장관 방문
니카라과에서도 노사 간의 화합을 위한
회식이나 야유회, 운동회 등 여러 활동들이
있었다. 니카라과 사람들은 특히 배구를
좋아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세는 공장배
배구대회를 열었는데 동네에서 배구 꽤나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입사해서 그 열기가 대단했다.
매주 주말 리그전을 펼쳐 최종 우승팀에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했는데 직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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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련을 이겨낸 출발과 성공

Part

09

현장 생산력 극대화로
신기록 달성

1999년 한세실업은 사이판의 생산

사이판, 단일지역 1억 달러 수출

공장을 16개 라인에서 20개 라인

한세실업은 2000년 사이판 단일지역에서 1억 달러 수출이

으로 증설 완료하고 각 라인의 생산

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올렸다. 안정적 거래선 확보와 라인증설, 환

력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1,200

율 상승에 따른 단가 상향조정 등도 매출 증가에 일조했다. 하지만

여 명으로 늘어난 인력들은 평일에
도 야근을 마다 않고 생산에 매진
했고 주말에는 함께 어울리며 친목
을 다졌다.

이런 외형적 노력 이외에도 기술력을 갖춘 전문 생산인력을 육성하
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생산력 증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화합에
중점을 두었다.
1999년 한세실업은 사이판의 생산공장을 16개 라인에서 20
개 라인으로 증설 완료하고 각 라인의 생산력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
다. 1,200여 명으로 늘어난 인력들은 평일에 야근을 마다 않고 생산에
매진했다. 그리고 주말에는 체육대회나 야유회, 마라톤 대회 등을 함
께 하며 휴식을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사실 이러한 문화는 사이판 진출 초창기부터 지속되어 오던
것으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한 사이판 시기의 특성과 현장을 중시하
고 직원화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한세실업 특유의 경영 활동이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모범적인 ‘일과 생활의 공
동체’ 탄생으로 즐겁게 일하는 현장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1라인 당
500만 불 생산이라는, 이후로도 넘어서기 힘든 엄청난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사이판 현장의 열기

오더 증가는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매주 출고를 해야 하는 상
황이 벌어지면서 시간적인 압박이 상당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의
오더들도 많았다. 그런데 원부자재 수급에서부터 제품 생산과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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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박카스로 인정을 나누다
-

사이판 초기에 현지인, 중국인, 필리핀인, 방글라데시인 등 다양한 민족이 모여 일했
는데 중국인들이 기술적으로 우수해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세는
우수한 생산직 직원들을 라인 책임자 등으로 승급시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한국에서 파견된 관리직 인력들도 되도록 현장 출신 외국 인
력으로 교체해 나갔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일하다 보니 언어적인 면에서 소통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
다. 하지만 어설픈 대화로도 마음을 나누는 것은 문제없었다. 궁하면 바디 랭귀지라
는 것도 있었고, “보스, 매니매니 짭짭!”, “오케이, 유도 매니매니 짭짭!” 이런 식의 어
설픈 대화로도 인정을 교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스, 콜라?”, “콜라? 오케이!” 일에 지친 직원들이 한국 직원에게 콜라 한 잔 사달라
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현장 자판기의 콜라가 1불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그들에게는
비싼 것이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콜라 한 캔 뽑아주면 지쳤던 그들은 금세 기분이
좋아져 열심히 일했다. 납품 기한이 있으니 출고를 위해 야근을 해야 할 일도 많았는
데 늦은 시간 현장 분위기가 달구어지면 한국 관리자는 사비를 털어 시원한 박카스를
한 턱 쏘기도 했다. 그렇게 한 숨 돌리고 작업을 계속하면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싶던
일도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너끈히 해낼 수 있었다.

출고까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 현지 공장의
한국인 근무자 중 핵심인력인 공장장, 생산기획, 완성주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의지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최신 기계를 구비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현장을 첨단화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공정에 투입된 생산인
력 개개인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자신이 맡은 작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제품 생산력과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이판 진출 이후 10여 년간 축적된 현장 중시 경
영으로 하나가 된 한세인들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도 너
나 할 것 없이 야근이나 철야를 마다하지 않았고 불가능을 가능하
게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멀게만 보이던 목표는 하나 둘 달성되
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100%에 가까운 오더 수행력을 발
휘하면서 사이판 공장의 생산력과 품질력은 최고점을 찍었다. 그만
큼 사이판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고 그 성과 또한 큰 것이었는데 이
는 노사 간의 인간적인 공감대와 동료의식, 목표에 대한 공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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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은 사이판 공장 직원 단합을 위해
시시때때로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대회를 열었다.

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이판 근무자들은 간간이 직원들과 함께 경치 좋은 곳에 가
서 물놀이도 하고 바비큐도 구워 먹으며 즐긴 시간도 물론 좋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완수해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 보내
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한다.

주목받는 기업으로 언론에 보도된 한세실업.
경향신문 (1997. 9. 8)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_2. �� 1�.indd(��).indd 71

71

13. 12. 16. �� 5:04

HANSAE time capsule
한국인 관리자들의 노고
-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한 한국인 관리자들의 노고는 말 그대로 불철주야 이어졌
다. 한국을 출발한 원자재를 실은 비행기는 주로 새벽 1시 반에 사이판 공항에 도착
했는데 이에 맞춰 2시 반~3시쯤 비행기에 실린 물건을 하역했다. 자재들을 공장에
가져가서 8시 공장 근무 시작에 맞춰 라인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단사들을 깨
워서 작업을 스타트시켜야 했다. 8시 공장 오픈에 맞춰 봉제 미싱 라인이 가동되면
하루 종일 작업 상황을 검토하고 독려하는 일도 한국인 관리자의 몫, 당일 밤에 최종
완료하여 다음 날 출고하는 경우도 수차례였다.
어쩌다가 검사원들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재작업을 해야 했는데 그건 정말 사
람 잡는 일이었다.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을 추스르고 어떻게든 다시 해야 하는 심
정은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오더 받은 수량을 품
질에 문제없도록 납기 시한에 맞춰 완료하고 출고하는 것이 현장의 사명이었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철두철미한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을 이끌었다.

사이판 공장은 빠르게 성장해서 공장을 지은
지 12년 째인 2000년에는 사이판 공장에서만
1억 2,000만 달러어치 물량을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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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련을 이겨낸 출발과 성공

Part

10

더 큰 기업을 향한
열린 경영

한세실업은 2000년 1월 6일 한국

직원 사기 진작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투자

증권거래소로 이전 상장하며 기업의

1990년대 말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대란을 맞았다. IMF 구

위상을 새롭게 했다. 몇 개월에 걸

제금융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몰렸고 살아남기 위

쳐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며 대대적

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직원 감축도 마다하지 않았다. 국

인 내부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쳐 까
다로운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 증권
거래소 상장을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민들은 장롱 속에 모아두었던 금이라도 모아 국가 부도사태를 막아보
자고 줄을 섰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월급이 깎여도 회사에서 퇴출
당하지 않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도 한세실업의 수출액은 1996년 4,400만 달러, 1997년 6,800만 달러,

기업의 위상을 새롭게 한 한세실업

1998년 8,000만 달러, 1999년 9,800만 달러 등 큰 폭의 성장을 이어

은 2000년대 더 큰 도약을 위해 새

가 2000년 들어 드디어 수출 1억 2,000만 달러를 넘기며 도약을 이루

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큰 폭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은 수출전문기업으로서 환율의 덕을 본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한세
실업의 영업, 생산, 지원 등 전 부문에 걸친 내부 역량이 축적되었기
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 시기, 사원 복지나 교육에 대한 확대도 한세
실업의 성장세와 함께 이루어졌다.
한세실업은 1993년부터 업계 최초로 3년 이상 근속직원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시행했다. 이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이전, 일반
인들은 거의 해외여행 경험자가 없는 시절이라 더욱 획기적인 일이었
다. 1996년부터는 신입사원 사이판 현지 연수를 실시했다. 신입사원
사이판 연수는 처음부터 현장을 체험하고 이해하며 애사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한세실업은 우수 중국인 근로자 한국관광도 실
시했다. 이것도 업계에서 유일한 사례로 2년 근무기간을 끝내고 본국
으로 돌아가는 중국인 근무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한국의 발전
상을 눈으로 확인한 이들은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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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우수 외국인 근로자 한국 관광’을
지속시키기 위해
-

‘우수 외국인 근로자 한국 관광’은 회사 차원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진행한 제도였
지만 우여곡절도 있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 여행을 간 한 중국인 직
원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졌는데 몇 년 후 또 한 사람이 도
망을 갔다. 다음 그룹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두 번이나 문제가 생겼으니 영사관에
서도 더 이상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회사로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른 회
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행사였고 외국인 직원들 입장에
서는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없어지게 생겼
으니 외국인 직원은 물론 담당자로서도 황당한 일이었다.
영사관에 옷이라도 기부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담당
자는 옷 세 박스를 챙겨 김 회장의 독려에 힘입어 무조건 괌 영사관으로 찾아갔다.
영사를 만나 사정을 호소하니 다행히 비자발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옷은 받
을 수 없다 하여 도로 가지고 돌아와야 했지만 무겁고 번거로운 것쯤은 아무 문제
가 아니었다. 그런데 괌에 들어갈 때는 공항 검색대에서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사이
판에 들어올 때는 세관에 걸리고 말았다. 하지만 담당자는 ‘어차피 생각했던 일인
데 사이판 세관에 기부했다 치자.’ 하는 가뿐한 마음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외국
인 직원들의 관광비자 발급문제였는데 그것을 해결했으니 어쨋거나 옷 세 박스 값
을 지불한 셈이었다.

HANSAE time capsule
주식보너스로 아파트를
옮기기도
주식보너스 지급 당시 1주당 가격이
2만 5,000원이었다. 그런데 6개월
후 3만 5,000원으로 거래되어 직원

가슴에 담고 돌아갔다. 그 중에 상당수는 재취업 비자를 받아 다시 한
세를 찾았다. 동포를 대하는 기업차원의 배려가 어느덧 숙련공 숫자
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비결이 되었다.
주식보너스 지급

한세실업은 1998년 상여금과는 별도로 1년 이상 근속 한 임

들에게 돌아간 인센티브는 실제로 훨

직원 전원에게 대규모 주식 보너스를 지급했다. 일부 상장사들이 상

씬 더 큰 것이었다.

여금을 주식으로 대신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한세실업은 기존 상

1999년에 코스닥 붐이 일어나면서
주식은 하루가 다르게 상한가를 돌파

여금과 별도로 대량의 주식을 내놓은 것이다.

해 최고가 6만 2,000원을 넘겼는데

근속연수에다 기본급을 곱한 금액만큼의 자사주를 지급했는

주식 관리를 잘 한 어떤 직원은 아파

데 보너스를 받는 데 따른 세금까지 계산해 그 만큼을 보태주어서 이

트를 옮겼다고 할 정도였으니 대단히

익이 더 컸다. 주식보너스는 임직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매각이 가능

파격적인 인센티브였다.

해서 우리사주와 다른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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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거래소 주식 이전 상장

코스닥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 거래소 종목 외의 주식을 사고
파는 장외시장이 있었다. 한세실업은 1993년 장외시장 등록을 했으며
1996년 건전한 벤처기업 육성과 자금조달을 위해 개설된 코스닥증권
시장이 정식 발족하면서 편입되었다.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증권시장은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
하는 두 시장으로 각각의 특성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업체 수나
시가 총액, 안정성 등 여러 모로 코스닥보다 더 우량한 시장이라는 인
전사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직원 등반대회

식이 컸다. 1990년대 말 코스닥 시장이 활황일 때도 있었지만 상장규
정과 등록규정을 모두 충족한 업체라면 거래소 행을 선호했다.
한세실업은 2000년 1월 6일 한국증권거래소로 이전 상장하
며 기업의 위상을 새롭게 했다. 몇 개월에 걸쳐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
며 대대적인 내부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쳐 까다로운 상장 심사를 통
과했다. 증권거래소 상장을 계기로 대내외적 기업의 위상을 새롭게
한 한세실업은 2000년대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HANSAE time capsule
화제가 된 원탁 주주총회
-

상당수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욕설과 멱살잡이로 얼룩진 경우도 많은데 한세실업의
모범적인 주총이 화제가 되어 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2000년 3월 24일 한세실업
은 한국투신 대회실에서 원탁주총을 열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주주총회장
은 경영진이 단상에 올라서고 주주들이 단하에서 줄지어 앉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원탁형으로 배치되었다. 이는 주주, 경영진, 직원의 구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마
주 앉아 회사의 경영내역을 상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주들은 어느 대기업도 흉내
내기 어려운 주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출처: 매일경제신문 2000년 3월 27일자).

제22기 정기주주 총회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_2. �� 1�.indd(��).indd 75

75

13. 12. 16. �� 5:04

76

��_2. �� 1�.indd(��).indd 76

13. 12. 16. �� 5:05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_2. �� 1�.indd(��).indd 77

77

13. 12. 16. �� 5:05

Ⅱ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약진

78

��_3. �� 2�(��).indd 78

13. 12. 16. �� 5:10

HANSAE fashion worldwide

3 0 ye a r s

2001
2008
2000년대 들어 한세실업은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의류 생산 수출 사업의 미래 성장 기틀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시장
변화에 따라 다른 글로벌 생산기지 확보에도 신속하게 대응했다.
한편 2003년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 인수와 2006년 패션
전문 온라인쇼핑몰 아이스타일24 오픈으로 B2C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2000년대 전반에 걸쳐 바이어 확대와 생산 품목 다변화,
생산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한세실업은 2008년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인력을 갖춘 뉴욕 디자인 사무소를 열고
ODM 선두업체로서 R&D 역량강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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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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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을 위한 새로운 터전,
베트남 진출

"제2의 창업 이후 무차입경영을 지

사이판 대체지로 떠오른 베트남

속해왔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 역시

한세실업은 1998년 니카라과에 진출해 중미의 전진기지를 다

은행 빚이 아닌 회사 현금으로 짓고

지는 한편 동남아에서 사이판의 대체지 물색에 들어갔다. 베트남, 인도

있던 차였지요. 내 돈으로 지은 공

네시아, 싱가폴령 비탄바탐섬, 방글라데시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방글

장이니 이자 물 염려도 없고 최악에
는 공장 지어놓고 몇 년 놀리면 된
다고 봤습니다. 대신 NTR이 발효

라데시는 지역적으로 멀어 리드 타임이 길고 아웃웨어가 강해서 일단
제외되었다. 인도네시아도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었다. 비탐바탐은 무관
세라는 강점이 있었지만 여러모로 볼 때 미래가치가 낮았다.
베트남의 당시 상황도 좋지 않았다. 베트남전의 영향으로 악

되기만 하면 베트남에 먼저 들어간

화된 대미 정서도 걸림돌이었고 개방정책으로 미국과 1995년 수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거라

를 맺었지만 정상교역국이 아니라 관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3~4배

생각했지요. 사실 중미에 늦게 들어

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몇 년 안에 미국·베트남 양국 간 정상

가 손해를 본 대신 아시아에는 먼저

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ship)가 체결될 것이라 예

들어가자 싶어 좀 욕심을 부린 측면

측되었고 선진 공업국들이 섬유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었던 섬유 수

도 있었습니다."
- 매경이코노미 제1586호

입쿼터제가 2005년을 기해 폐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정책 천명 이후 쇄신과 개방화를 지속해 온 베트
남이 미국과의 NTR을 체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하면 관세율 대폭 인하, 쿼터 적용 폐지 등 대
미 수출 여건이 매우 호전될 것이라 예측되었고, 정책적 비전과 노동
인력, 노동의 질, 임금 수준 등을 종합해 볼 때 베트남의 성장성은 매
우 높았다.
한세실업은 2000년대 고도성장의 터전으로 베트남을 최종 선
택했다. 위험부담은 있었지만 축적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할 여력
이 되었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그 시기
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만 분명히 베트남이 한세실업 미래 도약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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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토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예측대로 2001년 7월 NTR이 체결되었고 2002년부터 발효됨
에 따라 본격적인 미국시장 수출의 문이 크게 열렸다.

HANSAE time capsule
‘넘버 원 한세를 위하여’
-

한세 가족 여러분! 먼저, 한세의 무한한 미래를 향해 땀 흘리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밝은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세는 베트남 공장 가동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4만여 평의 대지에 각각 2,000평 규모의 공장 5개 동(2개 동 이미 준공 완료), 워싱과
자수 설비를 갖춘 보조 건물 1개 동, 메인 오피스 1개 동, 기숙사 2개 동, 식당 3개 동
등 총 12개 동의 규모로 1만 2,000평이 넘는 건물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미 공장 2개 동이 완성되어 니트 공장인 제1공장의 6개 라인은 지난 5월부터 가동
을 시작하였고 니트 제2공장(6개 라인)과 우븐 공장(6개 라인) 역시 모든 인프라가 구
축되어 이제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분야인 숙녀복 정장은 우븐 공장에
서 가동이 시작되었고 9월 초에는 캐주얼 바지공장이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향
후 5~6년 사이 한세는 숙녀복 정장 부문에서 1억 불, 캐주얼 바지 부문에서 1억 불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의 목표는 의류 수출 분야에서 1조 원 매출을 달
성하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늦어도 7~8년 사이에 이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으며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에 언급된 잠재력을 소유한 베트남이 우리의 목표를 위한 중요한 기지
가 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내수시장 진출도 함께 꾀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심혈을
기울여 진행했던 쌍방울 인수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만 앞으로도 많은 기회에 도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내수시장에 진출할 계획입
니다. 한세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분야에서도 대형업체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한세의 장래는 밝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온 지금의 한세의 모습은 당당합니다. 여러
분 개개인이 한세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가까운 미래에 더
당당한 모습으로 의류업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한세가, 그리고 한세인이 되기 위해 모
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합시다! ‘넘버 원 한세를 위하여’
2002년 7월 20일
대표이사

김동녕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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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은 2001년 베트남 허허벌판에 공장을
설립했다. 사진은 공장 부지 계약서 및 베트남
공장 기공식

VN 공장 건설과 본격 생산

한세실업은 2000년 여름, 베트남 진출을 확정하고 연말부터
준비를 본격화했다. 공장부지를 물색하는 동시에 2001년 3월 투자허가
서를 받고 5월 Hansae Vietnam Co.,Ltd.를 설립하며 박차를 가했다.
6개월간의 고심 끝에 선정한 부지는 베트남전 당시 남부 수도였던 호찌
민시의 북서쪽 1시간 거리에 있는 구찌 지역의 총 62만 평인 구찌 공단
중 8만 6천여 평이었다.
2001년 10월 우선 공장 두 개 동과 보조동, 기숙사 건설에 착
수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의 특성상 특히 배수에 더욱 신경을 썼고
앞으로 증설될 공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에도 세심한 정성을 기
울였다. 광활한 공장 터에 잔디밭을 조성하여 기존의 공장에서 연상되
는 이미지와는 다른 공간의 여백과 시각적인 상쾌함까지도 부여했다.
2002년 5월, 1단계 건설공사와 설비 이전을 완료하고 준공식
을 거행했다. 준공식에서는 내부 관계자와 외부 주요 인사들 수백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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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 성공적인 공사 완료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번영을 기원했다.
준공식을 전후한 2002년 4월과 6월에 각각 니트와 우븐(숙녀
복 정장) 생산 라인 가동에 들어가며 베트남 생산시대를 열었다. 같은
해 8월에 니트 1, 2공장의 12개 라인과 우븐 4개 라인 등 총 16개 라인
에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생산에 전념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에는 2차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공사 내용은 공
장 3개 동과 근로자 식당 2개 동, 관리자 기숙사 1개 동, 식당 1개 동과
메인 오피스 등이었다. 2차 공사는 2004년 완료되어 대지면적 8만 6천
여 평, 연건평 3만여 평에 들어선 60여 개 라인에서 4,000여 명의 근로
자가 일하는 명실상부한 베트남 최고의 생산기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한세실업은 건설 완료 이전부터 외주 공장들을 적극 활용하여
생산에 박차를 가해 2002년 4월에 이미 Reebok에서 주문한 6,048장,
Robinson에서 주문한 15,306장의 제품을 수출 개시하며 베트남 생산
수출시대를 열었으며 이후 공장 건설을 단계적으로 완료하며 바이어
확대와 제품 생산력 증대에 매진했다.

HANSAE time capsule
구찌지역의 풍부한 인력과
예상하지 못한 행운
-

2000년대 베트남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전국에서 호찌민으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
왔던 베트남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교문화권인 베트남의 최
대 명절은 설날이라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쉬는데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런
현상이 특히 심해서 전체 직원의 20~30%는 복귀하지 않았다. 고향에도 공장이 생
기고 일자리가 있으니 귀성했다가 새로 일자리를 찾으면 눌러앉았던 것이다. 당연
히 공장들은 그때마다 인력난으로 한바탕 출렁거려야 했다.
그런데 호찌민에서 가까운 구찌 지역에 위치한 한세실업은 이런 사태와는 거리가
멀었다. 구찌 지역은 워낙 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한세실업 공장 직원의 95% 이상
은 이 지역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공장부지를 선정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기에 한세실업으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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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베트남·미국 섬유 의류
수출 관련 주요 흐름
-

1975
1992
1995
2001
2002

2005
2006
2007
2007~2008
2008.12

베트남 통일
한국·베트남 수교
베트남·미국 수교
베트남·미국 정상교역관계(NTR) 체결
NTR 발효(관세가 평균 95%에서 8~30% 미만으로 크게 하락)
미국이 베트남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섬유 수출 쿼터제 시행
미국 쿼터제 폐지(단, 베트남은 계속 유지됨)
베트남 WTO 가입
베트남 WTO 규정에 따라 섬유 수출 쿼터제 폐지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 반덤핑 조사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반덤핑 조사 무혐의 판정

베트남 공장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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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한세베트남이 쿼터제를
견뎌낸 방법
NTR 발효로 공장 건설과 함께 수출
에 큰 힘을 받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

미래를 위한 인내와 투자

한세실업이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3년부터 NTR이 발효하여 낮은 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된 것은 행운이었다. 그러나 이 해 미국은 베트남, 러시아, 우
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섬유, 의류의 대미 수출에 쿼터제

시, 2003년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쿼

를 시행했다. 때문에 희망을 품고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국내외 업체들

터제 시행으로 한세실업은 큰 타격

이 고전하다 철수를 단행해야 했다.

을 받게 되었다. 쿼터가 모자라 공장
도 사람도 놀게 생겼으니 걱정이 아
닐 수 없었다.

2003년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배정받는 연간 니트 쿼터는
1,400만 타(1타=12벌)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의류 쿼터가 줄

이 시기 한세실업은 직원들을 모아놓

어 연간 150만 타 정도에 불과했으니 베트남이 그보다는 상황이 낫다

고 회사에 대한 믿음을 심었다. 다른

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단위 투자를 했는데 수출길이 좁아지니 이

회사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했지만 한

미 확보한 생산 라인의 가동과 인력 운영에 무리가 생겼다. 베트남 진

세실업은 오더가 없어 일을 못하더라
도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채워 기

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한세실업은 조만간 쿼터

본급을 보장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가 풀릴 것이라 관망하고 외부적으로는 쿼터 확보에 전념하는 한편 내

교육을 하고 배구대회 등 여가를 함께

부적으로는 생산직 직원들의 기술 향상에 계속 투자하며 위기를 돌파

하며 미래에 대비했다.

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4년에 사상 초유의 고유가와 환율하
락 등 의류 봉제 수출시장에 악재가 겹쳤지만 베트남 VN공장은 단계
적 증설로 50개 라인을 가동하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한세베트남은
2004년 5,300만 달러, 2005년 1억 달러를 수출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기업 중 최대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한세실업 전체 수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2004년 1/5에서 2005년 1/3로 대폭 증가한 것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성장을 이어갔다.

2003년 한세실업 IR Tour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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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확대로
주력 생산기지화

쿼터제 폐지 이후 의류수출 시장

베트남 대미 수출 청신호

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했지만 거

2006년 11월 베트남은 WTO에 가입하며 세계경제에 합류했

대 바이어들이 우량 벤더에게 물량

다. 이는 1995년 미국과 수교 후 공식 가입활동을 시작한 지 11년 만의

을 몰아주는 ‘Deep and Narrow’

성과였다. WTO 가입으로 2007년 1월부터 쿼터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경향이 생성됨에 따라 한세실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한세실업의 고도성장에 베트남의

됨에 따라 한세실업의 대미수출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6년 당시 VN공장은 8만 6천여 평에 이르는 부지에 건평
3만 평, 종업원 6,000여 명의 인력이 여성 정장, 티셔츠, 바지, 아동복
등 우븐과 니트를 아울러 9,000만 피스 이상의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

VN, TN공장은 중요한 역할을 담

는 대형 공장으로 성장했으며, 2006년 1억 5,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

당하게 되었다.

을 달성하며 한세실업의 중심 생산기지로 자리 잡았다.
한세실업은 2006년 VN공장에 건평 1만 평 규모의 공장을 추
가로 건설하며 시설 확장을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2005년부터 인근
짱방 지역에 TN 법인을 설립하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현
장의 생산 캐파를 확보하기로 했다. 베트남의 수출 환경 변화와 중미의
절반 수준인 인건비, 생산 제품의 품질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베트남 집

HANSAE time capsule
‘한세베트남이 제일 먼저
급여제도를 도입했다.’
-

2006년 4월 24일, 100% 외국 단독 투자업체인 한세베트남은 정부의 최저 급여 조
정 의령서 발행 직후 2003년부터 시행하던 급여제도를 조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한
세베트남은 각 노동조합 간부 의결을 참조하여 호찌민 공업단 관리부의 안내에 따라
급여제도를 조정, 보완했다. 이에 공장 근로자는 1년에 한번, 관리 직원은 2년에 한번

「베트남 노동신문」 2006년 보도

급여 인상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공업단 관리부 관계자에 의하면 한세베트남은 정부
의 최저 급여 조정의령서 발행 후 제일 먼저 급여제도를 조정하고 등록한 회사라고 한
다. 또한 한세베트남의 급여제도는 현재 공단 안팎의 많은 회사들이 참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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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장 전경

중 투자 확대는 적절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2007년 쿼터제 폐지와 동시에 미국은 베트남 수입의
류 셔츠, 바지, 스웨터, 속옷, 수영복 등 5개 품목에 대한 덤핑 여부 조
사에 나서 6개월 단위로 3차에 걸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만약 덤핑
률이 2% 이상 나오면 반덤핑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이후 5년간 매년
재심을 받아야 해서 이에 대한 위험 부담이 우려되었다. 하지만 2008
년 말 조사 무혐의 판정이 남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 대한 리스크가 사
라져 안정 성장을 이어가게 되었다.

HANSAE time capsule
마음을 담은 아침 인사의 힘
-

베트남 경제가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2007~2008년경 노동자들의 파업이 많아졌
다. TN공장에서도 공장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업이 일어났다. 노조가 있었
지만 노조에서 정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일하는 사람 몇몇이 뭉쳐서 파업을 했
는데 알고 보니 요구 조건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식당 밥 문제 등 사소한 것이었다.
사실 한세실업은 임금이나 근무환경 등 직원 복지 면에서 항상 직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더 해주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크게 파업을 일으킬 문제가 없었다. 하
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인근 공장의 장기화된 파업의 영향을 받아서 생산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가 간혹 생겼다. 그래도 한세실업에서는 반나절을 넘
기는 경우가 없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데도 파업을 하니 한국 관리직원들은 난감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공손한 아침인사. 현장은 7시 반부터 업무시작인데 한국 관리직원들은 6시
반부터 회사 정문 앞에 나가 섰다. 그리고 출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마음을 담
아 웃으며 인사했다. 그러기를 한 달, TN공장에서는 이후로 어떤 사소한 일로도 파
업이 일어나지 않았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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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 공장 증설과 TN 공장 신설로 생산력 증대

2005년 4월 한세실업은 베트남에 제2법인인 Hansae TN
Co.,Ltd을 설립하고 제2공장 건설 준비에 들어갔다. 추가 공장건설지
로 선정된 곳은 구찌에서 자동차로 30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짱방 지
역으로 대지 4만 평, 건물 1만 9천 평 규모였다.
VN공장의 우븐과 니트의 비율이 3:7이었는데 우븐과 니트의
생산량이 둘 다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VN공장을 우븐 전용공장
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1차적으로 VN에 우븐 공장을 2개 동을
더 늘리고 TN공장을 건설하며 니트 생산공장을 4개동 더 추가했다.
니트 전용인 TN공장은 초기 8개 라인, 600여 명의 인력으로
가동을 시작했고 단계적으로 오픈하여 총 4개 동의 공장이 들어섰다.
2개 동은 새로 설비와 인력을 충원하여 신설하였고 2개 동은 건물만
지어 2010년 VN공장에 있던 기존의 설비를 들이고 인력을 이전하며
전체 인원 5,000명이 넘는 대규모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쿼터제 폐지 이후 의류수출 시장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
반면 거대 바이어들이 우량 벤더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Deep and
Narrow’ 경향이 생성됨에 따라 한세실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한세실업의 고도성장에 베트남의 VN, TN공장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되었다.

한세베트남 TN 공장 내부 및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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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와 동남아,
고속 성장의 두 축을 보완

니카라과를 백업하는 CO로서 개

과테말라 진출과 확대

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과테

니카라과의 캐파가 한정되다 보니 2002년 9월 과테말라에 사

말라 사무실을 개설했다. 쿼터제가

무실을 열고 외주작업을 시작했다. 과테말라는 섬유산업의 기반이 니카

폐지되면서 사이판에서는 철수했

라과보다 잘 조성되어 있고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도 원활하지만 임금이

다. 이로써 한세실업의 ‘아시아-중
미’ 두 축의 글로벌 공장 지도가 완
성됐다.

높고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래서 한세실업의
과테말라 진출은 내부 시각 차이로 늦어진 감이 있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직접 생산시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사무실을 열어 니카라과를 백
업하는 CO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사무실을 개설했다.

HANSAE time capsule
불이 꺼지지 않는
과테말라의 사무실
-

처음 한국인 직원 1명이 현지인 1~2명과 시작한 과테말라 사무실이 10여 명의
한국인 직원과 2,000여 명의 근로자, 2개 공장을 보유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
던 것은 이슈가 생기면 밤샘을 해서라도 당일 끝낸다는 원칙을 가지고 불이 꺼지
지 않는 사무실을 만든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사와 커뮤니케이
션하기 위해 야근을 마다치 않고, 평일에는 개인적인 약속도 잡지 않고 사무실을
지킨 직원들은 사명감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미리 차단하고 벌어진 문제는 그날
로 수습했다. 바이어의 짧은 납기 요구는 버티칼(Vertical: 해당 지역에서 원부자
재를 조달) 생산이 큰 힘이 되었고 본 공장만으로 소화가 안 되는 물량에 대해서
는 외주공장과 비전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이 모든 것이 과테말라 CO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과테말라의 메인 바이어는 Target, Kohl's, Wal-mart 등이었는데 계속 오더가 증가
하자 2005년 한세실업은 과테말라시티 남동쪽 San Jose Pinula 1,740m 고지대
에 위치하고 있는 금경 공장을 인수해 Hansae Guatemala,S.A.를 설립하고 2007
년 공장을 개업하여 과테말라 생산력 확대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증가세가 지속
되자 2010년 헤네시스 공장을 인수, Hansae Global,S.A.을 세우고 두 번째 공장
을 가동하며 바이어 요구에 빠른 대응력을 갖춘 대미 수출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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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공장 내부 전경

Hansae Guatemala, S.A
Hansae Global,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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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차세대 섬유산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
하는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지

2004년 과테말라에서 버티칼 생산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긴
급한 상황에서도 보다 빠른 바이어 대응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남미
도 임금상승 등으로 섬유산업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지
만 주요 영업 인력을 보강하며 오더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3년을 기준으로 총 1억 9천만 달러의 한세실업 매출 중 니카라과
가 6,800만 달러, 과테말라가 1,800만 달러로 중미가 총 8,600만 달

니고 있는 인구 4위의 대국으로 2000

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며 7,100만 달러를 기록한 사이판 공장 매출을

년대 후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

역전하기 시작했다.

에 이르렀다.
섬유 수출의 역사가 오래된 인도네시

인도네시아 진출과 확대

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항만 및 물류 등

베트남이 2006년 WTO에 가입하며 쿼터가 풀릴 것으로 예상

인프라가 인근 국가들보다 상대적으

하자 베트남 내 경쟁이 치열해졌다. 2007년 막상 쿼터가 해지되었지만

로 우월하고 국민성이 온순해 차세대
섬유산업 진출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미국은 바로 반덤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베트남의 과도한 성장을 견
제했다. 이에 대한 백업 CO를 개발할 필요가 증대되었고 같은 동남아
권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주목받았다. 인도네시아는 1980~1990
년대에 우븐 생산 공장이 발달한 곳이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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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은 2005년 8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까벤
에 PT. Hansae Indonesia Utama 법인을 설립하고, 이듬해인 2006
년 11월 까라왕에 PT. Hansae Karawang Indonesia를 설립하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이후 한세실업은 인도네시아에서 2개의 법
인과 8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베트남에 이은 제2의 동남아 생산거점
을 마련했다. 한세실업의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은 Wal-mart, Target,
American Eagle Outfitters, Abercrombie&Fitch, Gap 등의 제품 생산
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불과 진출 2년 만에 1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
에는 2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PT. Hansae Indonesia Utama 법인 및 내부전경

PT. Hansae Karawang Indonesia 법인 및 내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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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체제 속,
아시아 생산기지
개발과 철수

2005년 미국의 쿼터제 폐지 예고

중국 진출과 철수

로 중국과 캄보디아에 진출했지만

2005년 미국의 쿼터제 폐지 예고로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세

베트남의 수출 환경이 안정되고 인

계 섬유산업의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베트남이 쿼터에 묶여 있는 상황

도네시아에 진출한 공장도 성장궤

에서 중국의 논쿼터 아이템에 대한 수요와 주요 바이어들의 요청에 부

도에 오르게 됨에 따라 중국과 캄보
디아 공장을 정리하고 베트남과 인
도네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응해 한세실업도 중국 진출을 모색했다. 하지만 ‘풍부한 노동력과 인프
라를 갖춘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 뒤에는 그늘도 드리워졌으니, 중
국 당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제약과 치열한 경쟁 때문에 서둘러 진출했
다 주저앉게 된 기업들도 속출했던 것이다.
한세실업은 세계 봉제시장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는 한편
2004년 11월 중국 청도의 교주시에 Qingdao Hansae. Co., Ltd. 법인
을 설립하며 중국에 발을 디뎠다. 기존 공장 2개 동 정도의 소규모 공
장을 정비하고 2005년 3월부터 Gap, Target 오더를 수행하며 본격 생
산에 들어갔다.
청도공장은 이듬해인 2006년에 Pacsun 오더가 추가되면서
연 3,0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최단시간 내에 이익을 달성한 공장
이 되었지만 미국이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며 쿼터제를 엄격하게 시행
하자 오더가 감소했다. 2007년에는 오더가 있어도 쿼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더가 한정적이고 쿼터 가격
은 올라가니 중국 공장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자생력을 잃
게 되었다. 베트남이 쿼터제가 폐지되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중국 공장을 어렵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빠른
철수를 단행하게 되었다. 중국이 정책적으로 자국의 제조업을 강하게
지원하는 반면 외국계 임가공업체에게 까다로워서 철수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세실업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미래를 도모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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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진출과 철수

한세실업은 미국의 베트남 견제에 대비하기 위해 동남아시
아 생산기지 확대의 일환으로 2007년 8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있는
Cambo Hansoll Co.,Ltd.을 인수하며 Cambo Hansae Co.,Ltd.를 설
립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가까운 지역이라 베트남의 백업 CO로 활
용도가 높았고 가격 경쟁력도 좋았다. 캄보디아 공장은 2007년, 20개
캄보디아 공장 내부 모습

라인 규모로 시작하여 다음 해인 2008년 2공장을 인수 10라인을 추가
하며 생산력을 높였다.
그러나 캄보디아 진출 시 Abercrombie&Fitch의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하다 보니 급하게 나간 면이 없지 않았다. 다른 바이어와의
공조가 미흡하기도 했고 당시 캄보디아에는 숙련공도 많지 않아서 생
산이나 품질면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초기에는 Abercrombie&Fitch의
제품으로 시작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품질이 나오지 않았고 추가된
Target이나 Wal-mart의 제품 생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는 와중에 베트남의 수출환경이 안정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공장도 성장궤도에 오르게 됨에 따라 한세실업은 2009년 가장
작은 규모의 캄보디아 공장을 정리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인
도네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Cambo Hansae Co.,Ltd. 공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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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우븐
토탈 생산체제 구축과 재정비

한세실업은 니트의 성장세를 유지하

부서제에서 본부제로, 영업체제 개편

고 우븐웨어의 비즈니스 역량을 강

한세실업은 1982년 설립 이후 사이판을 시작으로 니카라

화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두 부문

과, 과테말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생산기지를 확대하며 높은 성

을 모두 아울러 명실상부한 토탈의

장률을 이어갔다. 막강한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Wal-mart, Target,

류 생산업체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
적 모색을 했다.

American Eagle Outfitters, NIKE 등 세계적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2005년 미국 의류 수출 9,100만 장을 기록하며 명실공히 국
내 최고의 의류수출기업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성장은 기술이 좋고 인
력이 풍부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브랜드 의류를 퀵 딜리
버리(Quick Delivery)가 가능한 중미지역에서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제품을 생산하며 바이어별로 해외 공장을 특화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2005년 3억 3,000만 불이라는 높은 실적을 올린 한세실업은
2006년 대대적인 영업체제 정비에 나섰다. 기존의 부서제를 본부제로
바꾸고 본부별로 1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매진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
듬었다. 한편 영업 인력을 확충하고 기존의 니트 전문 생산체제에서 확
장하여 우븐 의류 생산을 강화하고 여성 정장은 물론 캐주얼웨어까지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이러한 구상은 꾸준한 성장으로 회사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니트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한편, 베트남에 진출
하며 새롭게 시작해서 아직 성장궤도에 오르지 못한 우븐웨어의 비즈
니스 역량을 강화하여 2000년대 후반에는 두 부문을 모두 아울러 명
실상부한 토탈의류 생산업체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적 모색이었다.
니트 바이어 다변화와 전략적 유대관계 구축으로 성장 가속화

한세실업은 2000년대를 거치며 다양한 거래선 발굴과 해외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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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생산기지 구축, 마케팅 역량 강화 등으로 니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Wal-mart, Kmart 등 메이저 할인점은 물론 Jones

니트(knit)와 우븐(woven)

New York, American Eagle Outfitters 등 미국 전역에 체인망을 가

의류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

진 유명 패션기업에도 납품하고 Nike 등 유명 스포츠의류 기업에도

인 원단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니트와
우븐으로 나뉜다.

납품하며 다방면의 니트웨어 생산 역량을 입증했다.

‘니트’라고 하면 보통 굵은 털실로 뜨

할인점 납품에 탄력을 받은 것은 2002년 Wal-mart의 대량

개질하여 만든 스웨터나 목도리 등을

주문(Table Order)을 수행하면서였다. 고객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

연상하기 쉬운데, 원래는 한 가닥의
원사를 편직(knitting)하여 만든 편물

는 곳에 놓이는 중요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공급하며 거래는 더욱 원활

(knit fabric)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

해졌다. 2003년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니트 주문량은 급격히 늘어났

이다. 면을 주재료로 하는 니트는 신

다. 2004년 기존의 수출부가 수출 1, 2부로 나누어졌고 이후 바이어가

축성이 좋고 구겨지지 않으며 가볍고

추가됨에 따라 메인 바이어별로 부서는 더 늘어났다. 이즈음 사이판과

부드러워서 라운드티, 폴로티 등 캐주
얼한 의류에 널리 애용되고 있다.

중미의 생산이 역전되었는데 이는 Li&Fung을 통해서 하는 브랜드의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우븐’은 씨실과

오더보다 Target이나 Wal-mart 오더가 더 커지는 추세와 맞물린 변화

날실을 교차 제직(weaving)하여 만든

였다.

직물(woven fabric)을 아우르는 말이
다. 원사 짜임의 방법에 따라 조직과

한세실업은 사이판 전성기에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Gap과

밀도의 변화가 있는 우븐은 니트에 비

2002년부터 다시 거래를 재개하며 2007년 4천만 불 수출을 달성했다.

해 신축성이 떨어지나 조직이 튼튼하

이후 더 많은 서비스나 관계 개선을 위해 집중하며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 흔히 Y-셔츠나 바지, 스커트, 재

동반 성장을 다져 2008년경부터 제2의 성장을 맞게 되었다. 1999년

킷, 코트, 점퍼 등의 의류 제작에 폭넓
게 사용되고 있다.

AMC를 통해서 거래를 시작한 Target도 2000년대 들어 큰 폭의 성장
을 이루었다. 2003년 단일 바이어 최초 5천만 불 돌파로 한세실업 매
출 성장의 핵심 바이어로 떠올랐다. 2006년에는 1억 불 돌파라는 놀라
운 성장을 달성했고 이후로도 2008년까지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경쟁사보다 늦은 진출로 불리한 면이 있었지만 한세실업은 특
유의 돌파력과 돈독한 관계로 두드러진 성과를 일구어 내며 든든한 비
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Wal-mart는 단일 스타일을 한 번에
420만 장까지 오더 내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워낙 큰 스케일로 움직이
는 바이어였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세실업은 신뢰 관
계를 구축하여 2003년~2007년 사이에 1,900만 불에서 9,500만 불로,
약 8,000만 불 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이 시기에 한
세실업은 Kohl's, Oshkosh, AeroPostale, Abercrombie&Fitch,
Pacsun, Gap, Pink, Tommy Hilfiger 등 유수의 유명 브랜드 바이어와
의 거래를 확대하며 니트 사업의 활황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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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우븐 생산 개시와 역량 강화

한세실업은 2001년 베트남에 진출하며 기존의 니트사업 외에

Wal-mart, 긴급 주문을
수행한 민첩한 대응력
-

우븐사업을 함께 전개했다. 당시 베트남은 쿼터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Wal-mart의 주문이 크게 상승된 계기

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숙녀복 정장류에 대해서는 쿼터 적용을 받지

는 운동할 때 입는 옷(Active Wear)

않았다. 한세실업은 니트생산업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며 훗날

을 긴급 주문하면서였다. 미국 본사

패션산업의 꽃이라 표현할 정도로 의류 생산의 모든 기술력이 집약되

에서의 상담은 희망적이었는데 결과

니트·우븐을 망라하는 글로벌 최고 의류기업으로의 변신하기 위하여

적으로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다. 그런

과감한 선택과 투자를 했다.

데 얼마 후 Wal-mart 한국 브랜치에
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100만
장 오더인데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

2002년 공장을 가동하며 우븐 영업팀을 최초로 공개채용하
고 2003년 Jones&New York, Gap 등의 바이어를 개척하여 110만

다. 납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태였다.

불 실적을 올리며 우븐 시장에 진입한 한세실업은 이후로 수년간 힘

운전 중에 전화를 받은 Wal-mart 담

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고속성장기를 구가하고 있는 니트사업으로

당자는 재빠르게 계산을 해보고는 바

회사는 안정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우븐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로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Wal-mart
측에서는 깜짝 놀랐다. 보통 기업에서

않자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하지만 한세실업은

는 윗선의 컨펌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7년여 간 꾸준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투자를 지속했다. 2006년 숙녀복 본부를 우븐사업본부로 전환하고

어쨌든 담당자는 긴급한 오더를 받아
잘 마무리 했고 이후 리피트 오더가 생

캐주얼 아이템 등을 추가하는 한편 외부 인재들을 영입하며 다시 한

기면서 Wal-mart 매출 성장에 탄력을

번 우븐사업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았다. 긴 정체기를 겪던 우븐사업은

받게 되었다. 한세실업의 젊고 민첩하

이를 기회로 New York&Company, Old Navy 등을 추가하며 조금

고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조직의 특성

씩 안정세를 찾아갔다. 오랜 정체기 끝에 우븐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도 그 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2년 말 기준 1억 5천만 불
실적을 기록하며 우븐사업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Sample Development 로드쇼 - Target 본사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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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 및 연수 강화로
글로벌 인재 육성

한세실업은 2000년대 들어 다양

다각적으로 진행된 직원 교육

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 교육을 시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커뮤니

하여 연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케이션을 통한 협력으로 더 큰 성장

이해를 도모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최신 이슈에 대한 강연을

을 도모했다.

진행했는데 이는 섬유·의류산업 전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외에도 2003년부터는 교육프로그램을 체
계화하여 팀장 워크숍, 상급사원교육, 사원교육을 시작하며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맞게 회사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력을
갖추도록 했으며 다양한 사내 주제에 관한 토론을 통한 해법 마련과
공동체 활동을 통한 소속감을 강화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2003년부터 베트남 현지 직원을 대상으
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시험을 실시해 상금
과 수료증을 발급하고 레벨 업 기회를 부여하여 베트남 직원들의 큰 호
응을 받았다. 또한 베트남에 파견되는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베트남어
교육도 필수로 자리 잡았다. 발령이 나면 현지 학교에서 2주간의 언어
교육을 받았고 업무 개시 후에도 어학강좌를 통해 베트남어에 친숙해
지도록 했으며 이는 빠른 현지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지속 시행된 해외 생산현장 연수와 미주지역 연수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 한세실업이 가장 역점을 두고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한 것은 신입사원 해외 연수다. 업계 유례 없이 1990년대
부터 한세실업은 신입사원을 사이판에 보내 본사 업무를 익히기 전에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현지 이해력을 높였다. 이 과정은 2005년 18차

98

��_3. �� 2�(��).indd 98

13. 12. 16. �� 5:11

연수부터는 새롭게 한세실업의 중추적 생산기지로 떠오른 베트남으로
장소를 바꾸어 이후로도 꾸준히 시행되었다.
2003년부터는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본사 경력사원을 대상으
로도 사이판 연수를 시행하며 현장에 대한 이해와 애사심을 고취했
다. 이는 본사와 현장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현장 직원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었다. 경력사원 해외연수도
2005년부터는 베트남으로 장소를 옮겨 시행되었다.
2002년부터는 우수사원을 대상으로 미주지역 연수도 시작
2003년 제3차 미주지역연수

했다. 미주지역 연수는 모든 직급을 망라하여 해마다 20여 명의 대상
자를 뽑아 미국 LA를 돌아보며 선진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었
다. 프림벨리 쇼핑몰(Primm Valley Shopping Mall)을 비롯하여 사우
스 코스트 프라자(South Coast Plaza), Kohl's, Wal-mart, Kmart,
Target, JC Penney 등 해외 유명 마켓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한세실
업이 생산한 제품이 어떻게 진열 판매되고 있는지를 견학하는 시간을
통해 연수생들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높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
전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디자인오피스가 있
는 뉴욕으로 장소를 바꾸어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었다.

14차 신입사원 사이판 연수(2002.12)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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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연 1회 미주 지역 연수 실시
2009년까지 LA 연수를 진행하다가 2010년부터 한세 오피스가 자리한 뉴욕에
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뉴욕 오피스 직원을 만나 현지 바이어의 동향을 들은
후 실제 한세 바이어의 매장을 방문, 현지인이 한세가 만든 옷을 선택하는 모습
을 보며 한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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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해외 관광을 통한 휴식과 사기 진작

직원들의 해외 경험은 연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
다. 1993년부터 해마다 10여 명의 장기근속자 및 배우자들이 하와이나
태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여러 나라 관광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한 한세실업은 2000년대에도 꾸준히 이 제도
를 이어갔다. 2005년부터는 배우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 시행했다.
중국 직원 한국 관광도 외국인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이판 시절부터 실시한 행사인데 2000년대 들어서도 횟수를 늘려 시
행했다. 현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국 직원 집 방문, 관광 명소 관람 등
을 통해 외국인 직원들은 한세실업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전사원에게 해외근무 기회제공

한세는 전사원에게 해외근무 기회를 주고 있다. 주임 3-4년차
정도가 되면 전직원이 공장의 생산기획, 외주관리 및 법인의 총무, 회
계 및 수출입 등 원하는 분야에서 1년 6개월씩 근무할 수 있다. 그 기
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적지않은 저축을 할
수 있어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중국인 관리자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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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장기근속 직원 호주 여행

장기 근속자 가족 해외 여행
한세실업은 1993년부터 매년 장기 근속
직원에게 ‘한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잠시나마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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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

회사가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직원

합리적 직원 포상제도 마련

들에 대한 복지나 성과에 대한 포상

한세실업은 2004년부터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공

또한 한층 강화되고 체계를 갖추어

식화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팀별로 분기 목표 실적을 정해놓고 A1, A2,

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인센티

A3로 등급을 나누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때 일괄 액수를 지급

브 제도의 마련이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 팀장, 부서장 등 맡은 역할과 공헌도에 따라 지
급 %를 달리했다. 이 제도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과정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했다는 것이었다.
투명하고 정확한 제도 운용으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그저
윗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닌, 스스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
가를 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은
책임자가 자신의 담당 영역에서 리더십을 더 발휘하기 위해 역량을 집
중하고, 팀원들도 믿고 따르며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분위기
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직원들은 조금만 더 하면 더 높은 인센
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했고 팀별로도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내 행사

한세실업의 사세가 확장되고 해외 여러 나라에도 공장이 늘어
디자인2실 포상 현장

나게 됨에 따라 화합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에 한세실업은 본
사나 사이판, 베트남, 니카라과 등 나라별, 단위별, 여러 층위별로, 때
로는 전체를 아울러서 야유회, 등반대회, 마라톤, 배구대회, 축구대회,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열어 업무에서 벗어나 체력을 기르고
인간적인 교류와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육대회는 다양한 운동경기를 펼치며 승부를 겨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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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은 법인별, 공장별로 체육대회,
야유회, 등산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 니카라과 마라톤 대회

응원을 통해 단합을 이루고, 뒤풀이를 하며 흥겨움을 나눌 수 있어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 2000년부터 사이판 현지에서 진
행된 체육대회도 있었고, 특히 2007년부터 거행된 베트남 체육대회는
대동단결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제1회 한세베트남 체육대회는 베트남 직원은 물론 외국인 관
리자, 외부 손님까지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다. 한세 식구
들로 꽉 찬 운동장은 화합의 열기로 가득 찼다. 경품으로 베트남에서
인기가 높은 오토바이까지 있어서 호응이 더했다. 이후로도 베트남에
서는 해마다 규모를 확대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성대한 체육대
회가 거행되고 있다. 한세베트남 체육대회는 한세실업의 가장 큰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더해가는 베트남의 위상과 한세실업의 눈부신 성장
을 흥겨움 속에 만끽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 갔다.
모범적인 파트너십 형성

한세실업은 내부 직원들과의 화합뿐만 아니라 외부 협력업체
와의 화합도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초창기부터 업계 관행과 다르게 대
금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실천하는 등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자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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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세실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협력업체 간담회 등을 시행하며 모범적인 파트너
십 형성을 위해 더욱 애썼다. 또한 2005년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전개했다.
의류제조사업의 특성상 부자재, 편직, 염색, 원단 등 여러 분야
에서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에 독단적이고 군림하는 자
세는 더욱 지양되어야 했다. 한세실업 기업 경영의 목적이 ‘나’만 잘 되
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상생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서로 대화하고 협
의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깊은 이해와 신뢰를 형성해 나갈 수 있
었다. 한세실업은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한세실업은 사이판에 진출하면서부터 ‘그 지역에서 성공한 한
국 기업’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회사’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원칙을 세웠다. 베트남에 진출하면서도 지역 사회 발전
에 대한 노력은 이어졌고 회사 발전과 함께 규모도 확대되었다.
베트남 진출 초창기인 2002년부터 구찌 지역 인근의 고등학
교에 각종 학용품을 지급했다. 2003년부터는 지역의 5개 고교에서 총
15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7년 기준 주
변 7개 고등학교 학생 210명에게 연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모로 확대
되었다.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고아원 및 장애인 학교 등
지에 수시로 컴퓨터, 에어컨 등을 지원했다. 한베친선 행사에는 바둑후

베트남 장학금
2005년부터 한세 베트남이 위치한 구찌 지역 학
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장학금은 베트
남 고등학생들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도록 7개 고
등학교 학생 210명에게 매달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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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통해서 작은 힘을 보태기도 했다. 호찌민시에서 열린 2007년 베
트남 챔피언십 바둑대회에 한세베트남이 협찬사로 행사를 후원하기도
했으며 2008년 베트남 하노이 바둑클럽 오픈에도 경비 및 바둑 장비
일체를 후원하며 친목을 다졌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현지
지역에서 한세실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커서 베트남
공장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2007년 베트남 챔피언십 바둑대회에
한세베트남이 협찬사로 행사를 후원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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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기업에서
ODM 선도 기업으로

한세실업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ODM 역량 강화를 위한 R&D 조직 신설

OEM을 넘어 ODM 역량을 강화

한세실업은 2001년부터 ODM(Original Design

하고자 노력했다. 단순히 바이어

Manufacturing: 제조자 디자인 생산방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 지정하는 대로 생산해서 납품하

R&D 부서로 디자인실과 원단개발팀을 조직했다. 이는 시대를 앞선

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한세실업에
서 적합한 원단을 개발하고 총괄 디
자인하여 제작한 샘플을 바이어에

선택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2005년 미국의 섬유 수입 쿼터제 폐
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에 기반을 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생산에 머물지
않고 보다 일찍 디자인과 원단개발 능력을 겸비한 ODM 역량 강화에

게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

힘써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는 미래 시장에 대비했다. 앞으로의

며 ODM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속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시장의 흐름과 바이어
의 요구를 먼저 읽고 필요로 하는 제품을 먼저 제안할 수 있는가에 달
려있었다. 한세실업은 2001년 R&D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영입
하는 한편 2002년에는 디자인실과 쇼룸을 증·개축하는 등 연구개발
을 육성했다.
2003년부터는 디자인실 주관으로 매년 상하반기마다
Fashion/Fabric Trend 발표 및 부서별 바이어 트렌드 발표회를 개최
했다. 이 행사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패션과 패브릭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통해 직원들 모두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
었다. 디자인실에서는 디자인 book, 제작샘플 등을, 원단개발팀에서는
트렌드에 맞게 개발한 원단 스와치 등을 전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R&D 조직 확대와 재정비, ODM 선도

디자인과 원단개발로 이원화되어 유지되던 R&D조직은
2004년 R&D 본부로 확대 개편되며 더욱 강화되었다. 기존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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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본부 업무 모습

타일 디자인, 원단개발은 물론 후가공, 워싱(Washing), 컬러, 피트
(Fit)나 스펙을 전문으로 하는 TD(Technical Design) 등 디자인
연구개발의 영역을 세분화, 전문화해서 R&D 활동을 활성화하고 총
체적 디자인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영역 전문화에 따라 대다
수의 구성 인력을 세계 유수의 디자인 스쿨을 졸업하고 현지 근무
경험이 있는 글로벌 인재들로 확충해 양적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배가시키며 ODM 선두 기업으로 앞서나갔다.
사실 한세실업이 일찍부터 R&D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R&D 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지만 초기 몇 년 동안은 인력 변동
이나 기자재의 노후화 등으로 글로벌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영업부의 요청에 따라 여러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통해 최선의 노력
을 다했지만 디자이너 각자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재
정비가 필요했다. 이에 2006년부터 R&D 본부 혁신을 위한 다각적
활동이 이어졌다. 우선 R&D 인력 개개인에 대한 심층 파악과 재배
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무조건 바이어
에게 제공하는 식의 프리젠테이션을 지양하고 개별 바이어와의 미팅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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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OEM과 ODM
-

목적에 따른 준비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전환했다. 당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TD 업무에 대한 정비와 보완
이었다. 이에 TD실을 바닥부터 새롭게 하고 우수 인력을 확충하는

OEM은 물건을 주문한 회사가 생산자

것에 공을 들여 2년여 후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TD의 모든 기능을

회사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

갖출 수 있었다.

을 제작할 것을 의뢰하여 상품을 생산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한 단계 진보
된 개념인 ODM은 제조업자 개발생산

한편, 전 본부의 컴퓨터를 교체하여 수많은 용량의 큰 파일
을 다루어야 하는 디자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또는 제조업자 설계생산을 일컫는 말

TD실과 연관된 CAD(computer-aided design)실 역시 바이어들이

이다.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양의 기자재를 갖추는 등 최적의 업무환경

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 유통업
체 등에 공급하고, 유통업체는 자사에

을 조성했다. 또한 자기검증시스템(Self Inspection Program)을 도

맞는 제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기존

입해 R&D 구성원 스스로 업무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했으

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과

며, R&D 인력 모두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은 모두 지원한다’

구별된다. ODM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

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

라 단순히 생산만 하는 OEM 방식과 달
리, 디자인 등을 자체 개발해서 납품하

R&D 본부 확대와 조직 혁신으로 의류제조 및 생산의 기

기 때문에 기술력을 요구하고 부가가치

술적인 측면만 업그레이드된 것은 아니었다. 영업부서가 바이어 대

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응 현장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전문적인 디자인 영역이나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대한 심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으로
ODM 비즈니스가 탄력을 받았다

한세실업 R&D 본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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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을 찾는 발길과
수상의 물결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어진 수상실적

한세실업 본사 방문

은 한세인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2000년대를 거쳐 세계 속의 한세실업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최선을 다해 이루어낸 값진 성과였

베트남 공장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베트남의 유명 인사들이 한세실

으며 거침없이 성장해 나가는 한세

업 본사를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한세실업의 사업과 활

실업의 총체적 역량이 세계를 상대
로 경쟁하는 데 부족함이 없음을 증
명하는 결과였다.

동상 전반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한세실업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한세실업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기 위해 힘썼다.
2002년 베트남 구찌 공산당 비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방
문을 필두로, 2006년 10월, 베트남 호찌민 수출 및 산업공단 본부
(HEPZA)의 부회장과 간부 일행이 한국의 산업공단 환경문제 등에
관한 견학 및 협의를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중에 본사를 찾았다. 2007
년 9월에는 베트남 통상부 차관이 베트남 경제 협력단을 대동하고 한
국 내방 중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10월에는 한세베트남이 들어선
구찌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일행이 방문하여 지역사회에 공
헌하는 한세베트남에 대한 감사 뜻을 전하고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2008년 12월에는 베트남 청년지도자들이 제2회 한베 청년

2006년 한세실업 IR TOUR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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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포럼 참석차 한국에 왔다가 한세실업을 방문했다. 회사소개 중
경영 전반에 걸친 질문이 쏟아져 베트남 청년지도자들의 열정과 한세
실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2007년 11월에는 한-베 수교 15주년을 기념하여 농득만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내한했는데, 이때 신라호텔에서 김동녕 회장과 특별 만
남을 가지기도 했다. 농득만 서기장은 한세실업의 성공적인 베트남 투자
업적을 치하하고 대규모 고용창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유명인사들의 한세실업 본사 방문과 김동녕 회장의 농득만 서
니카라과 공장 Gap 바이어 방문

기장 환담 등으로 한베 양국 간의 협력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이는
한세실업의 높아진 기업 위상을 확인하는 동시에 대외적 이미지를 보
다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해외 생산현장 방문

2000년대 초반부터 한세실업의 사이판, 니카라과, 베트남 생
산현장을 방문하는 세계적 기업 담당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농득만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환담회(2007.11)

2002년 Sears 북아시아 총괄부사장 Jeffrey J. Macho가 한세사이판

112

��_3. �� 2�(��).indd 112

13. 12. 16. �� 5:12

을 방문하여 생산 제품의 높은 품질과 개선된 환경을 둘러보았다. 한
세니카라과 방문도 이어졌다.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Gap 본사 임원진
도 2002년 6월 한세니카라과를 방문하여 사전 조사를 벌였다. 2004
년에는 Target 부사장인 Jim Davine이 공장을 방문하여 Target이
나아갈 지리적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한세니카라과가 더 많은
Target 오더를 진행해 줄 것을 희망했다. 2002년 니카라과 #26, #28
공장 준공식에 니카라과 대통령 및 정부인사가 참석하고 2004년 한세
구아니카에 방문하여 공장 시찰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니카라과에서
베트남 구찌 공산당 비서
레흐우덕(Le Huu Duc) 초청 한국 방문

차지하는 한세니카라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베트남에서 한세실업의 위상 또한 다르지 않았다. 국영 호찌민
TV(HTV)는 2001년 공장 착공식을 저녁 톱뉴스에 보도한 후, 2002년
베트남 각 지역 발전상을 알리는 프로그램에 구찌지역의 대표 기업으
로 한세베트남 편을 취재, 방영했다. 구찌 출신인 판반카이 베트남 수
상이 공무차 구찌를 방문해 치러진 행사에도 지역 대표 기업으로 한세
실업이 초청되었다. Limited 사장단, Kohl’s 사장단, Sears 아시아지역
총괄책임자, Li&Fung 사장단, Gap 아시아지역 사장단 등이 줄을 이
어 한세베트남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모두 넓은 부지에 최신 시설을 갖
춘 대규모 한세베트남 공장의 쾌적한 환경, 엄격한 품질관리 등에 대해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 한세실업
방문(2007.9)

경탄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베트남 진출업체 중 모범사례로서 한국 내에서의 한세실업에
대한 조명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03년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주최
로 25명의 투자 조사단이, 2003년에는 대한민국 총영사관 일행이 한세
베트남을 방문했다. 2004년에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세계 경영
트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영대생, 조교, 교수를 포함한 26명이 한
세 베트남 공장을 견학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국내 석학들이 함께하
는 중앙일보 경제포럼단이 방문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대표하
는 한세실업의 면모를 확인했다. 2008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UC
IRVINE 경영 대학원(The Paul Merage School of Business)생들이
산업체를 견학하기도 하였다. 서울사회경제 연구소 일행 20여 명이 방
문하여 양적, 질적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한세베트남의 현황을 살
펴보기도 했다. 이들은 한세실업의 성장상에 놀라며 앞으로의 잠재력
을 더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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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상의 물결

2002년 김동녕 회장은 사이판 법인에서의 효율적 인력운용
과 직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인정받아 미 인적자원관리협회
(SHRM)로부터 ‘올해의 경영인상’을 수상했다. SHRM은 특히 직원 복
지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 김 회장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인적자원부
서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했
다. 김동녕 회장의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한 경영 마인드가 시대를 앞
서 인정받은 결과였다.
한세실업은 2003년도 한국의류산업협회 정기 총회에서 다액
수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상은 2002년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수여한 상으로 국내 의류 수출 업계에서 한세실업의 높아진 위상을 확
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상이었다.
2006년에는 한세니카라과가 니카라과 수출상을 수상했다. 한
세는 의류/섬유부분 수출 실적 1위 기업인 동시에 니카라과 전체 수출
1위 실적을 올려서 이 상을 수상했다. 대통령궁에서 거행된 시상식에
서 대통령이 한세를 소개하며 커피, 담배, 새우 등 다른 부분의 모든 1

2007 Target Partner Award of Excellence 수상
2007년 ‘Wal-mart Supplier of the year’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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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체들 실적을 더한 것보다 한세니카라과의 실적이 더 많다고 언급
할 정도로 니카라과에서 한세의 위상은 독보적이었다.
바이어에게 인정받아 수상한 상도 많았다. 바이어에 따라 유
무의 차이가 있는데, Target이나 Wal-mart 등은 오랜 기간을 걸쳐 벤
더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이라 해마다
벤더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다. 한세실업은 Target 진입
2년만인 2001년에 ‘AMC Award-2000 Outstanding Performance’
를 수상하며 메인 벤더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이듬
해 ‘Target 2002 Vendor Award of Excellence’를 수상하며 업계에
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갔다. 이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Partner Award of Excellence’를 연속 수상하며 Target과의 파트
너십을 굳건히 했다. 한편 한세실업은 2002년 한 해 동안 Li&Fung
Group과 지속적으로 뛰어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 발전에 기여
한 공로로 ‘Valued Business Partner of the year 2002‘를 수상하기
도 했다. 2007년에는 ‘Wal-mart Supplier of the year’에 선정되어 한
세실업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니카라과 대통령 엔리케 볼라뇨스(Enrique
Bola os)로부터 수출상 수상(2006.11.7)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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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약진

Part

20

e-business 전개로
신성장동력 육성

2000년대 전후, 자금력을 확보한

예스24 인수로 e-business 시작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다.

처음에는 수십 년 의류수출 외길을 걸어온 저력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업의 불필요한 부동산 소

국내 의류 기업의 인수를 타진하며 패션사업의 확장을 모색했다. 특히

유보다 미래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쌍방울은 1년여 넘게 공을 들였는데 막판에 몇 가지 조건이 맞지 않

투자와 산업 육성을 지향한 한세실
업은 축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베
트남에 대단위 생산기지 건설을 추

아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타 업종에 대한 문을 열어 놓고 검토한 결과
2003년 국내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를 전격 인수하게 되었다.
B2B(Business to Business) 의류수출업체의 B2C(Business
to Consumer) 국내인터넷서점 인수는 언뜻 보기에 의아한 조합이었

진하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새

다. 게다가 예스24는 당시 2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인터

로운 투자처를 물색했다.

넷 서점이었지만 누적 적자가 200억 원에 달했고 인터넷 서점업체 간
의 출혈경쟁이 심하여 회생 여부를 점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세실업
은 의류제조업과 온라인 유통업을 두 축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B2B
와 B2C 시장에서 동시에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예
스24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성공적 구조조정으로 예스24 경영 안정화

1999년 설립된 예스24는 연매출 990억 원대까지 외형적 성장
을 이루며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으로 떠올랐지만 적자행진을 계속하
다 진작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태였다. 때문에 인수 후 대대적
인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
2003년 5월 인수 후 7월 임시주총을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구
성하고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돌입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으로
기존의 빚을 떨어내고 컨텐츠를 강화하는 데 투자되었다. 4곳으로 흩
어져 있던 사무실을 한 건물로 모으고 기업 규모 축소를 통해 경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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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예스24 인수와 관련하여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한세실업은 주주 여러분의 성원과 저희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매년 20~30% 대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주주 여러분도 아
시다시피 한세실업은 이제껏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는 과감한 투자와 변신, 젊은 기업
문화와 탄력 있는 조직운영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며, 앞으로도 의류 분
야의 최고 선도기업으로 남기 위해 끊임없는 변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
다. 또한 한세실업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사업에 대해
지난 수년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방면의 깊이 있는 조사
와 신중한 고려를 통해 예스24가 이러한 기준에 합치되는 최적의 기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스24는 약 2백만 명의 회원 및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잘 정비된
유통망을 갖추고 있고, 자체적인 성장 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향후 한세실업의 폭발적
인 성장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브랜드와 유통망에 있어서 On-line과 Off-line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On-line 유통사업은
초기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상당히 성숙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그 성장잠
재력을 꽃 피울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스24는 이러한 격변기의 경쟁에서 살아
남아 인터넷 전문 쇼핑몰의 최첨단에 있는 도서 전문 쇼핑몰 1위 업체로서 그 성장 잠
재력이 국내 타 유통회사 및 의류업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스24는 1999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경영적자를 기록하였고, 2002년도에는 9백90
억 원의 매출에 93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주 여러분께서 일말의 염려가
없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2002년도 손실의 상당 부분은 연중에 합병된 와우북의
부실을 청산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며, 2003년도에는 전년과 같은 높은 수준의 매출
성장(2001년 대비 100% 초과)은 아니지만 30~40% 정도 매출성장 및 흑자전환이
기대됩니다. 또한 한세실업은 그간 축적된 풍부한 유보자금으로 예스24 인수에 필요
한 자금 전액을 조달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2003년도에는 현지 생산기지의 안정화에
따라 기대되는 의류사업부문의 매출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더욱 풍부한 자금유동성
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한세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통해 폭발
적인 주주가치의 상승을 가져 다 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2003년 5월
한세실업(주) 대표이사

김동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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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
적자 상태였던 예스24를 인수한 후 빠

용을 감축했다. 차입금과 전환사채를 상환하며 이자비용도 줄였다. 물
류센터 이전, 오프라인 매장 설립 등 사업다각화 구상을 전면 보류시
키고 대신 도서 추천기능, 독자들이 쓰는 서평, 커뮤니티 등 컨텐츠 강
화에 주력했다. 고속 성장의 사업 환경 속에서 매출확대와 시장 점유

르게 조직을 안정시켜 흑자전환에 성

율을 높이는 경쟁에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고품질의

공하는 과정에서도 김동녕 회장의 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실경영을 실천했다. 그런 노력에 힘입어 인수 1년

람 중심 경영철학이 빛을 발했다. 김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서점업계 최초로 코

회장은 비록 적자 기업이라 해도 매
출 규모가 업계 1위인 예스24에는 훌

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륭한 인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의미 있는 수상도 이어졌다. 2007년 국내 유일 유통업 관련

했고 그래서 한세실업 직원을 한 명도

표창인 한국유통대상 산자부장관상을, 2008년 인터넷쇼핑몰 분야로

파견하지 않았다. 또한 한세실업을 운
영했던 것처럼 팀장급이 99% 이상 결
정권을 갖도록 위임했다. 이러한 방식

는 최초로 한국서비스대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예스24는 우리나라 대
표 인터넷서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고 예
스24 정상화에 큰 힘으로 작용했다.

패션 전문 온라인쇼핑몰, 아이스타일24 오픈

2003년 온라인 서점 예스24을 인수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한 한세실업은 2005년 약 4,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탄탄한 성
장을 이어갔고 2006년 11월, 온라인 패션 전문 브랜드몰 아이스타일
24(www.istyle24.com)를 오픈했다.
아이스타일24는 오픈과 함께 기존 쇼핑몰과 차별화 된

아이스타일24 직원들

118

��_3. �� 2�(��).indd 118

13. 12. 16. �� 5:12

‘e-Branding’ 전략을 내세웠다. 기존 온라인쇼핑몰들이 가격으로 소
비자에게 접근하지만 아이스타일24는 브랜드 스스로가 PR을 통해 소
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상품, 정보, 커뮤니티 등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에 패션이 융화된 온라인몰인 아이스타
일24는 인지도 높은 300여 개의 국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 향수를
비롯해 패션 정보가 결합된 24시간 원스탑(One-Stop) 쇼핑몰로 운영
되고 있다. 아이템은 패션으로 한정되었지만 종합몰 수준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쳐 단순히 구매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재미와 최상의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는 쇼핑몰로 자리 잡았다.

예스24(주)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념식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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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0년을

넘어,

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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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fashion worldwide

3 0 ye a r s

2009
2012
2009년 한세예스24홀딩스 체제 출범으로 사업부문별 독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세실업은 의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베트남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이어가며 니트·우븐 토탈생산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한편 바이어별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로 고객 만족
극대화를 이루고 글로벌 마켓 리더로서 거듭나기 위해 총체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NYbH 런칭, 드림스코 인수 등 자체브랜드에
대한 모색도 이어가고 있는 한세실업은 2012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계인의 패션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패션의류 기업으로
비상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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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예스24홀딩스 출범

한세실업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지주회사 체제 출범으로 경영의 효율성 증대

의류 사업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려

예스24는 1999년 설립 후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였으나 2003

글로벌 의류시장에서의 입지를 더

년에 한세실업이 인수한 이후 2012년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70만 명

욱 확고히 해 나갔다. 인터넷사업부

에 달하고 이 중 4만 명가량이 구매를 할 정도로 고객의 사랑을 받고

문에서도 예스24는 물론 패션/뷰
티 온라인쇼핑몰 아이스타일24과
한세예스24비나 등을 추가하며 사
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내실을 갖춘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으로 성장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과 B2C 업체라는 특성상 시장의 관심도 많이 받았다. 그러다 보니 한
세실업의 주가가 예스24의 주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인수 초기부
터 있었던 ‘의류회사가 인터넷 서점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이미지의 개선도 필요했다. 마침 2000년대 후반
에는 지주회사가 재계의 화두가 되고 있었다. 이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통해 한세실업과 예스24를 분리하기로 했다.
2009년 의류사업 부문을 떼어내 한세실업으로 상장하고,
존속회사는 한세예스24홀딩스로 변경 상장해 지주회사 체제가 본
격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세예스24홀딩스를 모회사로
한세실업과 예스24를 자회사로 하는 한세예스24홀딩스 구조가 마
련된 것이다.
지주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는 경영기획팀, 경영분석팀으
로 구성되어 전문화된 각 부문의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핵심 사
업에 재투자하고 자회사의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외에 경영자문과
컨설팅까지를 담당했다. 투자사업부문을 전담하는 순수 지주회사로
의 전환으로 투자사업, 의류사업, 인터넷사업 등 사업부문별로 독립
경영, 책임경영이 가능해졌으며 경영 위험이 분산되고 지배구조가 투
명해져서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후 한세실업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의류 사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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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투자를 늘려 글로벌 의류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사업부문도 예스24는 물론 패션/뷰티 온라인쇼
핑몰 아이스타일24와 예스24비나, 예스24인도네시아 등을 추가하
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세예스24홀딩스 자회사
글로벌 대표
의류기업

대한민국 대표 1등
인터넷 서점

베트남 여성을 위한
패션 가이드

국내를 대표하는
캐릭터 키즈 어패럴 기업

깐깐하게 고른 스타일
쇼핑몰

2억 5천만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패션 가이드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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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속 투자로
미래 성장 가속화

커피나 원유 수출에 불과했던 베트

베트남 추가 투자 결정

남에서 의류산업이 수출 1위 산업

2001년 구찌 지역,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고 있던 허허

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세실업의 역

벌판에 첫 공장을 착공할 때 그 누구도 한세실업의 성공을 장담하지

할이 컸다. 2000년까지만 해도 베

못했다. 하지만 한세실업은 최단 납기에 고품질을 목표로 소품종 대

트남은 의류 제조업의 불모지나 마
찬가지였다. 베트남의 미래에 투
자해 처음 대형 공장을 짓고 들어
온 의류 제조업체가 바로 한세실
업이었다.

량생산 체제를 확실히 구축했다. 손재주 좋은 베트남 인력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며 생산능력을 키워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05
년에는 제2법인인 한세TN을 설립하고 생산력을 확장하며 고속 성장
에 박차를 가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베트남의 경기가 좋지 않아 10%가량의
기업이 파산할 정도가 되었고 외국 기업들의 철수도 이어졌다. 2007
년부터 평균 30%의 임금상승이 이어지는 등 투자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세실업은 2010년 8,400만 장의 의류를 수출하며 전
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주요 생산기지로 성장한 베트남에 제
3법인을 설립하며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실력 있고

8만 6,000평 규모에 1만 명 이상이 일하며
1년에 1억 장의 의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세 베트남 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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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의 구찌공장은 인근에 거주하는 현지인
1만 명이 넘는 주민을 고용해 ‘지역 경제를 통째
로 먹여살린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한 가족
2~3명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도 흔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내실을 갖춘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믿음과 베트남 진출 이후 10여 년
이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 최고의 의류수출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한
세실업이었기에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다.
TG 법인 설립과 공장 건설

한세실업은 2010년 제3법인인 Hansae TG Co., Ltd.를 설립
하고 호찌민시의 남부에 있는 띠엔장(Tien Giang)지역에 약 11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 11월 신규 공장 건설에 착공하여 2012년 하
반기 1차 공사를 완료하고 공장가동을 시작했다.
2012년 기준 구찌 지역의 VN법인에는 11개 공장, 150여 개
의 생산 라인에서 1만여 명의 근로자가, TN법인에는 4개 공장, 72개
생산 라인에서 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새로 건설하는
TG공장이 완공되면 총 220여 라인과 1만 5,000여 명의 생산인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한세실업은 베트남 최대 의류생
산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한세실업은 단계적으로 구찌 지역에 아직 남아 있는 니트라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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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새로 건설하는 TG공장으로 이전 완료하여 VN공장을 우븐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여 우븐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대적인 생산 체제 정비와 과감한 투자로 베트남의 작업 효
율성과 생산력은 더욱 극대화를 이루게 되었다. ‘2015년 한세실업 15
억 달러 수출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베트남 생산기지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하노이 오피스 오픈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전통적으로 윈터 아우터웨어(Winter
Outerwear) 스타일의 우븐이 강했다. 한세실업은 우븐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2010년 1월 하노이 오피스를 오픈하고 현지 외주업체
를 통해 우븐 작업을 진행, 관리하기 시작했다.
우븐 오더가 증가함에 따라 한세실업은 하노이 지역에 공장
건설이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세 베트남 TG법인에 투입되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하는 모습

128

��_4. �� 3�(��)-1.indd 128

13. 12. 16. �� 6:15

Ⅲ. 30년을 넘어, 비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

Part

23

디자인 역량 강화와
협력체제 구축으로
성장 가속화

2008년 패션거리 34번가 중심부

세계 패션 중심가에 자리잡은 디자인 전초기지, 뉴욕 사무소

에 작은 규모로 탄생한 뉴욕 디자인

R&D 본부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되자 한세실업은 2008년 세

사무소는 2011년 사무실을 확장하

계적 패션 디자인 및 제조의 중심지인 뉴욕 맨해튼 패션거리 34번가

며 한세실업 디자인의 전초기지로

에 디자인사무소를 마련하고 뉴욕의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영입하

서 확고한 역할을 수행했다. 본사의
R&D본부도 인력과 공간의 확대와
업무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

기 시작했다. 뉴욕 디자인사무소 신설은 본사의 R&D 본부와 세계 패
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현지를 연계해 디자인 영역을 보강하고
바이어 밀착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ODM
선도업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졌다. 한세실업의 수준 높은 디자

뉴욕 사무소는 설립 이후 R&D 본부와 유기적 업무 공조로

인 역량의 원천은 R&D 본부와 뉴

한세실업의 ODM 역량을 한층 향상시켰다. 2011년에는 사무실을 확

욕 디자인사무소, 영업조직의 긴밀

장하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디자

한 협력 속에 형성되었다.

인 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Wal-mart, Target 등 대형 리테
일러의 고위급 바이어들도 수시로 뉴욕 디자인사무소를 찾아와 한세
실업이 개발한 신상품 샘플을 살피고는 했다. 한세실업의 디자인 역

2008년 뉴욕 사무소 개소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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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무소

량을 총 결집한 미국 전초기지로서 뉴욕 디자인사무소의 역할이 갈수
록 더욱 증대되고 있다.

바이어별 특성에 맞는 R&D 추진

시장 상황이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주요 바이어
들은 분산 관리하던 납품처를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소수 업체로 축소
하며 우수 협력사와의 거래규모는 늘리는 Deep & Narrow 전략으로
전환했다. 제품 생산력은 물론 뛰어난 디자인, 원단개발 능력을 기반
으로 제안형 ODM 역량을 갖춘 한세실업을 찾는 바이어는 오히려 늘
어났다.
R&D 본부는 디자인1팀, 디자인 2팀, Fabric&Color팀, TD
부서로 구성, 보다 전문화하여 니트와 우븐 전 영역에 걸쳐 바이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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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게 연구개발에 매진했고 이는 한세실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ODM 비중을 높이며 중국이나 동남아 업체들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트렌드가 바뀌면 안 입게 되는 것이 패
션의 특성이다. 의류패션사업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끌어당
겨 패션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패션문화를 누리도록 하는 데 있는 것
이다. 때문에 연구개발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국내 수준에
서 본다면 현재 한세실업의 R&D 역량은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바이어별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수 있다. 그러나 R&D 본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이 미
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절실함으로 연구개발이라는 본연
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회사와 바이어에게
보다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시장 선도

한세실업의 수준 높은 디자인 능력의 원천은 본사 R&D 본
부와 뉴욕 디자인사무소, 영업조직의 긴밀한 협력 속에 형성되었다.
본사 R&D 본부와 뉴욕 오피스에는 미국 Parsons, FIT 등
글로벌 명문 패션스쿨 출신 우수 디자이너 50여 명이 포진하고 있다.
뉴욕 사무소에서는 미국은 물론,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세계 패션 중
심지의 유행 스타일을 파악하고 본사 R&D 본부와 연계하여 바이어
의 눈길을 잡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D 본부와 뉴욕 사무소는 수시로 화상회의를 통해 최신 정보와 과
제,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전문화, 세분화된 R&D 팀들은 각 바이
어별 제품 개발은 물론 미국 출장을 마다 않고 직접 바이어를 만나서
신제품이나 신소재를 설명해 이해도를 높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상담
은 서울에서 이루어 지지만 영업부서에서도 중요한 상담을 앞두고는
뉴욕 사무소로 인력을 파견하여 함께 미팅을 준비하고 있다.
업무 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활동 외에도 국내
R&D 본부와 뉴욕 디자인사무소를 중심으로 1년에 두 번 국내외 최
신 패션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트렌드 발표회가 열리는데 이 행
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협력의 장이라고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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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Trend 발표회
1년에 두 번,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동향을 분석
하고 최신 트렌드를 익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세
계 패션의 중심지에서 활약하는 한세실업 ‘뉴욕
오피스’ 디자이너와 R&D본부의 발표를 통해 세
계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영업부서를 포함한 전 직원은 물론 바이어와 협력업체에
게도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R&D 본부와 뉴욕 사무소의 공조는 바이어와의 신속한 커
뮤니티 형성은 물론,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D 본부와 뉴욕 사무소, 각 영업부서는 다가오는 미
래에 더욱 굳건한 파트너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한세실업이
OEM에서 ODM을 넘어 세계적인 패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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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다각화와
지역의 다변화

니트 생산으로 2000년대 성장 가

다양한 거래처 확보

도를 달려온 한세실업은 우선 기존

한세실업이 패션의 흐름을 이끌며 세계적 불황기에도 꾸준히

의 주요 바이어들과의 관계를 지속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

하며 각 바이어별 매출 성장을 이어

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가기 위해 애썼다.

Target, Wal-mart, Kohl’s, Kmart, Sear’s, JC Peny와 같
은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의 경우에는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대량의 제품을 제 날짜에
선적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평가한다. 컨테이너
50~60개 분에 이르는 엄청난 물량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일도 드물지

HANSAE time capsule
2011년 Gap
MR 현지 파견근무제도 시행
Gap에서는 2011년부터 머천트(Mer-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필히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Pink, Victoria’s Secret, Abercrombie&Fitch 등 유행을 선
도하는 브랜드들은 새로운 원단 개발 능력, 품질 등과 함께 빠른 출고
를 생명으로 한다. 수주가 결정된 이후, 얼마나 빨리 제품을 선적할

chant)들의 벤더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과거에는 수주 후 60일 선적만 되어도 굉장히

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베트남 TN공장

빠른 출고였지만 기간이 점점 단축되어 현재 비행기로 선적되는 일부

2군데에 1명씩 파견근무를 보내고 있
다. 8주씩 교환으로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다. 벤더로서는 현장의 모습을 가

주문 건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수주 후 12일 출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감 없이 바이어에게 공개해야 하니 꺼

Gap, H&M, Zara, Uniqlo 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려질 만도 하다. 그래서인지 같이 시작

즉시 반영시켜 짧은 주기로 상품화하여 인기를 끌고 있는 SPA 브랜

했던 타 회사는 중단해서 한세실업만이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
세실업은 MR 현지 파견근무제도가 바
이어와 벤더의 관계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력관계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고 여기고 있다.

드들은 대량의 물량을 빨리 선적할 수 있는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있
어야만 순조롭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Nike 같은 스포츠 브랜드의 경우에는 가볍고 땀에 강한 원
단 등 새로운 기능성 원단 개발능력과 더불어 새로운 봉제 방법, 새로
운 나염 기술 등에 대한 개발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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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유럽형 바이어의 특성
Target이나 Kohl's 등의 바이어는 리드
타임이 길고 시즌별로 움직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거래처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R&D
역량이 필수적이다. 한세실업은 서울 본사직원의 10% 가량을 R&D
본부 인력으로 구성할 만큼 R&D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R&D
본부에서는 옷을 디자인하는 Fashion Designer, 옷의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는 Technical Designer, 원단 개발자, 워싱 등 후가공 개발자,

유럽형 바이어는 시즌 없이 패션 트렌드

나염 및 자수/프린트 개발자, 색상 확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Colorist

의 변화를 보면서 샘플을 제작하고 오더

등, 많은 인력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여러 유

를 내는 과정이 2달에 한 번씩 이루어진

형의 거래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매달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빠른 시스템에 맞춰서
가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피 말리는

미국을 넘어 유럽, 일본까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의류 수출업체들은 대부분 미주시장을 위주로 성
장해 왔으며 일부 중견업체들이 유럽시장 전문, 일본시장 전문으로 나
뉘어 발전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미주시장 주력 업체들이
일본시장, 유럽시장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
의 생산거점을 가지고 있던 일본, 유럽의 업체들이 동남아로 생산거점
을 이동을 하면서 한국 업체들과의 거래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세실업은 변화된 시장 흐름에 따라 유럽전문팀을 구성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일본전문팀을 조직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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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처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 6-7년 사이에 이 두 지역의 수출
이 미주 지역의 수출과 비슷한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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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시 니트와 함께 시작했

니트 캐주얼 의류부터
우븐 숙녀복 정장까지

니트와 우븐을 다 같이

지만 높은 시장 진입 장벽으로 긴

의류제품은 크게 편물로 된 니트 의류와 직물로 된 우븐 의

시간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우븐 사

류로 나눌 수 있다. 니트 의류는 다시, 재단하고 재봉하는 일반적인

업은 2006년 아이템을 다양화하

니트 의류와 뜨개질(현재는 기계로 대부분 함)로 하는 스웨터 의류로

며 폭을 넓힌 후 2009년 우븐의 메
이저 업체라 할 수 있는 Old Navy
를 시작하면서부터 성장세를 타기
시작했다.

나눠진다. 우븐 의류는 더 전문화되어 있어서 숙녀복, 신사복, 드레스
셔츠(정장 와이셔츠), 아우터웨어 혹은 헤비 가먼트(솜이나 다운이
들어간 동절용 의류)로 세분화된다. 의류 매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제
품을 다 모아놓고 판매하지만, 생산 공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가지
영역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세실업은 해외 진출 이전 국내에서 우븐 의류, 그 중에서
도 헤비 가먼트 중심의 회사였지만, 1988년 해외로 진출하면서 니트
의류 회사로 변신하였다. 그 후 20여 년 동안 한세실업은 세계 최고의
니트 의류 회사로 성장하였고, 2002년부터는 베트남에서 숙녀복 정장
생산을 시작하며 우븐 의류 생산에 다시 도전했다. 그러나 십수 년간
의 공백은 한세실업에게 상당히 가혹한 시련을 요구했다. 숙녀복 기
술개발과 거래처 확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그 동안에 적
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한세실업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
고 더더욱 기술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숙녀복 정장은 물론 파티 드
레스 전문 공장 등을 증설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바지 전문 공장을 설
립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베트남 제1법인(VN) 안에는 6,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하는 7개의 우븐 공장이 있는데, 1~2년 안에 4개 우븐 공장을 더 추
가하여 11개 공장, 10,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단지로 확대할 예
정이다. 아울러 베트남 제3법인을 추가로 건설하여 5,000여 명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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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time capsule
Woven 성장을 위한 R&D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
서 우븐의 비중이 크지 않고 정체되어 있

원이 우븐 공장에서 근무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C&T 인수, 니트 원단 염색분야로 진출

니트 의류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원단개발이 필수이
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염색공장이 필요하다. 때문에 몇몇 니

어서 우븐 관련 R&D 기능도 활발하지

트 전문회사들이 염색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을 준비 중이다.

못했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우븐에

이에 한세실업도 2012년 말, 호치민시 외곽에 위치한 C&T(Color &

대한 R&D가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R&D 본부에 우븐 전문팀이 신설되어 적
극 지원하고 있다.

Touch)라는 법인을 인수하며 염색분야로 진출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7년 역사의 C&T공장은
대지 약 18,000여 평, 건평 약 8,000여 평의 비교적 큰 규모로, 1일

R&D 본부에서는 유행할 원단 소재나 스
타일 등을 미리 파악해서 Market Survey
노트를 작성하거나 Market Intelligence

30,000kg의 원단 염색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세실업은 C&T의 설비를 증설하여 향후 1일 50,000kg 원

를 연구하여 바이어들에게 제공하고 있

단 염색능력을 갖춘 공장으로 키울 계획인데, 1일 50,000kg의 설비용

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량은 연간 6,000~7,500만 장의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다. 내
년 5~6월까지 C&T 증설이 완료되면 한세실업의 니트 의류 생산 경
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세베트남 우븐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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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포석,
자체 브랜드 확보

한세실업은 2010년 10월, ‘뉴욕

업계 최초 국내 온라인 패션브랜드 ‘NYbH’ 런칭

에 가지 않아도, 뉴욕을 입을 수 있

오래전부터 자체 브랜드에 대한 뜻은 있었으나 기회가 닿지

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

않았다. 유명 브랜드를 인수하려던 것은 잘 풀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내 의류수출전문기업 최초로 자체

ODM 의류수출 전문기업이 기존의 방식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브랜드인 NYbH(New York by
Hansae)를 런칭하며 국내 온라인
패션 시장에 도전했다.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기는 부담이 너무 컸다. 한때는 우리나라 패션
시장을 주름 잡던 중견 브랜드들도 해외 여러 브랜드의 유입으로 어
려움을 겪을 정도로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한세실업의 주력사업
인 의류생산수출은 활황세를 타고 있으니 그대로 만족할 수도 있었
다. 하지만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OEM·ODM 업체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에 대한 모색을 접어둘 수 없었다.
발상을 전환하면 방법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사업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전문 의류브랜드가 500여 군데인데 매출액이 큰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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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가량 되는 규모였고 시장은 성장세에 있었다. 한세실업은 이
미 디자인과 생산과 온라인 유통 모두 가능해서 많은 투자금이 필요
한 것도 아니었다. 이미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도전해 보는 것이 우
선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NYbH의 디자인은 한세실업의 뉴욕 디자
인 사무소와 본사의 R&D본부에서 맡고 생산은 베트남 생산기지에
서 담당했다. 세계 유명 바이어들도 믿고 맡길 정도의 제품 생산 실
력을 갖추었으니 NYbH의 품질도 당연히 보장할 수 있었다. 백화
점이나 매장이 필요 없는 온라인 전용 판매이니 더욱 저렴한 가격
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다. ‘New York by
Hansae’로 런칭한 NYbH는 이후 full name을 ‘Now You belong
to our Hearts’로 변경하고 뉴욕의 감성을 디자인한 최신 스타일의
패션을 신속하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뉴요커의 자유로움과 실용적인 감각이
짙게 녹아 있는 NYbH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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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코 인수, 컬리수로 유아동복 시장 진출

한세실업은 2011년 8월, 드림스코(Dreamsco) 지분 100%를
인수했다. 드림스코 인수는 한세실업이 자체 브랜드 사업을 키우고
패션사업의 노하우를 쌓아나가기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다.
드림스코는 2001년부터 컬리수(Curlysue)라는 메인브랜드
를 가지고 패션캐릭터 아동복 사업을 전개해왔던 회사로, 인수 당시
연 매출 500억 원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국내 유아동복 단일브랜
드 1위 업체였다.
통통 튀는 매력이 살아 숨쉬는
컬리수 캐릭터, 첼리캣

그래픽과 캐릭터를 특화하고 거기에 유러피안 스타일의 고감
도 트렌드를 세련되게 입혀낸 브랜드, 컬리수는 국내 200여 개의 매
장은 물론 중국에도 진출해 100여 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 성장 가능성으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드림스코는 패션사업인 컬리수만이 아니라 캐릭터사업도 전
개하고 있다. 첼리캣, 토리아드 등 3가지 캐릭터의 라이선스로 이탈리
아, 네덜란드, 일본, 중국, 대만, 칠레, 영국 등 7개 국가의 업체와 계
약을 맺어 캐릭터 상품화된 가구, 완구, 문구 등 20개 품목의 판매액
에 대한 로열티도 거둬들이고 있다.

드림스코 인수 당시 광고

2012년 4월 컬리수 상해 매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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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0년을 넘어, 비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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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소통을 통한
감성경영 전개

30년간 의류수출전문 회사로서 입

한세 소통의 매개체, 웹진 ‘한세누리24’ 창간

지를 다져온 한세실업은 직원들 간

2010년 8월 사내 웹진인 한세누리24가 창간되었다. 한세누

의 활발한 의사소통, 친목 도모, 정

리24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젊은 감각의

보교류를 위한 다양한 채널 마련을

웹진이었다.

통해 ‘보다 젊고 역동적인 한세’ 만
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세누리24는 사내 공모를 통해 채택된 잡지명인데, ‘누리’
라는 단어는 세상을 예스럽게 부르는 순우리말로 한세실업과 예스24,
아이스타일24, 한세예스24비나, 지주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 전 직
원들이 한세누리24의 세상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월 1회 발간을 기본으로 한 한세누리24는 ‘우리 팀을 소개합
니다’, ‘이색 사원 열전’, ‘새 식구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베트남 이
야기’, ‘맛 따라 멋 따라’, ‘벼룩시장’, ‘싱싱 이벤트’ 등의 코너를 통해
직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친목 도모는 물론 회사의 다양한 이

한세누리24 창간호

벤트 및 정보교류의 채널로 적극 활용되었고 ‘젊고 역동적인 한세’ 만
들기에 큰 역할을 했다.
한세누리24 편찬위원 20여 명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해든
솔 중증 장애인 거주 보호 기관 기증 행사, 과테말라 아동보호시설인
천사의 집 기부행사, 유니세프 기금 모금 행사 등을 펼치며 따뜻한 사
회 만들기에도 앞장섰다.
확대·지속된 교육, 연수, 인센티브 제도

이전 시기부터 진행되어 온 직원 교육과 신입사원 해외연수
나 우수 직원 미주지역 연수 등은 프로그램이 심화되어 꾸준히 진행
되고 있다. 해외 연수를 통해 기업의 사업 분야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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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감각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해외 연수의 궁극적 목표다.
신입사원 연수에서는 특히 그룹별 의류 제작 프로그램을 추
가하여 해외 현지공장의 전 생산과정을 단기간에 두루 경험해보고 협
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턴사원들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
으로 시행되었다. 인턴사원들이 회사는 물론 관련 산업에 대한 기본
적인 소양을 갖춘 후에 각 팀별로 배치되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3년 차 이상 경력사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체득하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한 LA 연수는 2010년부터
대상지를 뉴욕으로 바꾸고 관계사 직원까지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입사 후에 해외 법인에서 1년 6개월 간 근무하며 현지인들과
의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은 물론, 바이어 미팅, 소재 발굴 등을 직접
경험하는 해외 순환근무제도 또한 지속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거꾸
로 베트남 직원 중에 몇 명을 뽑아 한국에서 근무하며 본사 업무를 익
히도록 하는 역순환 근무제도를 시작했다. 이 해부터는 신입사원, 주
임, 대리, 과장, 상급관리자 등 직급별 워크숍도 진행하여 각 직급별
2010년 한세실업 전 직원 워크숍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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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100% 4박 5일간 베트남 연수 실시

베트남 현지 생산 공장 견학을 통해 한세실업의
글로벌한 위상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이고 있다.

직원들 간의 보다 돈독한 공감대와 높은 교육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
기도 했다. 더불어 전 사원 워크숍이나 전 관계사 조찬강연회 등 한세
인으로서의 애사심과 자긍심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장기근속자 해외여행도 지속되어 사원들은 물론 가족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베트남 중국관리자 한국 방문 관광도 지속되었는데
2010년부터는 인도네시아 관리자 한국 방문도 더불어 시작되었다.
한편, 한세실업은 2000년부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우리사
주조합(ESOP)을 결성하여 직원들의 재산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한세인’으로 하나 되는 베트남 체육대회와 각종 동호회 활동

직원 화합을 위한 회식, 야유회, 등산, 각종 체육대회 등의 활
동은 이전보다 더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베트남 체육
대회가 매년 더욱 성대하게 열려 지역민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것
이다. 한세실업의 임직원들과 가족들 2만여 명이 모여 각 공장별로 응
원전을 펼치며 축구대회,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운동실력을 겨루
고, 체육대회 후에 공연과 뒤풀이로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은 구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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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농구 동호회
한세예스24 밴드동호회 G24 정기공연

조찬강연회 실시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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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흔히 보기 힘든 장관을 이루어 매스컴에 소개될 정도이다.
한편, 2011년 1월호 웹진을 통해 ‘사내 동호회 활성화 방안
및 동호회 규정과 지원 방안’이 소개된 후 농구, 야구, 축구, 스키
등 스포츠는 물론 당구, 산악, 사진, 그룹사운드 등의 취미활동, 소
외된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까지 각종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조직되
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동호회는 개인의 취미 공유와
함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룹
사운드 동호회인 G24는 2012년 2월,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자선공연을 펼쳐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사내 봉사활동 동호회에 활
동비로 지원하기도 했다.
신뢰 형성의 장, 국내외 협력업체 간담회

한세실업은 2004년부터 진행해온 국내 협력업체 간담회에
이어 2009부터는 해외 협력업체 간담회를 현지에서 진행하기 시작했
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협력업체 40여 개 회사와 임직원을 초청
해 열리는 해외 협력업체 간담회는 한세실업이 협력과 화합을 통해
상생경영을 더욱 구체화하고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
다. 국내외 협력업체 간담회는 최신 미국시장과 바이어의 동향이나,
한세실업의 비전과 품질관리, 상생경영 현황 등에 내한 내용을 공유
하고 보다 나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해외협력업체 간담회는 현지에서 자리 잡은 한세실업이
기술, 자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상생협력 관계를 돈
독하게 하는 한편 업계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도 긍
정적 효과를 발휘하였다.
2012년 한세 인도네시아 협력업체 간담회

146

��_4. �� 3�(��)-1.indd 146

13. 12. 16. �� 5:31

HANSAE time capsule
신입사원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편지
한세실업은 2011년 5월, 50여 명의
신입사원 부모님들께 훌륭한 자녀들

‘글로벌 프런티어(Global Frontier)’의 꿈! 세계를 향한 비전!
한세실업이 돕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세실업 대표이사 이용백입니다.

을 보내준 데 대한 감사편지를 띄워 화
제가 되었다. 이는 신입사원은 물론 부
모님들과도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함
께 나누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
환이었다. 매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
하는 한세실업은 이후로도 계속 대표
이사가 직접 보내는 감사편지를 통해
수평적 소통을 통한 감성경영을 확대
해 나갈 것이다.

먼저 귀한 자녀분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세실업은 1982년 창립 이래 의류수출사업만을 특화한 국내 최고의 의류수출 전문
기업으로 미국인이 사랑하고 즐겨 입는 세계 유명브랜드의 옷들을 생산해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을 정도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다’라는 사명처럼 국내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글로
벌 경쟁력을 키운 결과 베트남, 니카라과,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4개국의 7개 해외법
인에 2만 7천 명의 임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2억 3백만 장의 의
류를 수출해 8,647억 원의 매출, 375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한 건실한 중견 기업으
로 성장했습니다.
차별화된 기업가치와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 매년 수출폭이 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
한세실업이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 한세인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한세실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 교육, 사내복지 향상에 초
점을 맞춰 자녀분이 글로벌 시대의 산업역군으로서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글로벌 리
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사회는 직업만큼 어디서 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을 벗어나 해외로
취업하려는 젊은이가 매년 늘고 있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
는 젊은이들이 많은 현실에서 한세실업의 신입사원들은 좀 더 빨리 글로벌 인재로서
의 첫걸음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세실업은 의류 수출업체라는 특성상 업무 이해도 향상과 비전 공유를 위해 신입사
원 전원 해외연수제도 및 해외법인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회사만
의 독특한 제도로, 향후 여러분의 자녀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의류
수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의 역량
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
서 자녀들의 든든한 지원자였다면 앞으로는 한세실업이 자녀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
어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육성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훌륭하게 자녀를 교육시켜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한세실업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를 부모님과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16일
대표이사 이 용 백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_4. �� 3�(��)-1.indd 147

147

13. 12. 16. �� 5:31

Ⅲ. 30년을 넘어, 비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

Part

28

‘한세인’의 온기를 나누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한세실업은 각종 봉사활동, 장학사

‘한세실업 대학생 해외봉사단’ 출범

업 등 다양한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한세실업은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라는 기업 정

을 펼치며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

신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0년

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세실업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출범시켰다.

노력하고 있다.

한세실업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매년 공모와 2차 면접을 거
쳐 20여 명이 선발되고 있으며, 활동비는 전액 지원된다. ‘Love
Vietnam, Love Hansae’를 모토로 열흘간 베트남에 파견되어 지역

대학생 해외 봉사단
한세실업은 2010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문화교류 및 교육봉사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 젊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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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해외 봉사단

의 늠름한 모습을 세계 속에 전파하고 있다.
한세실업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통해 배출된 많은 인재들은
해외봉사단 활동의 경험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과 봉사정신,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청년 리더로 한층 성숙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
으고 있다. 한세실업은 앞으로도 한국문화 소개와 봉사활동을 통해
한·베트남 양국 간 문화교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인재 육성
에도 효과적인 대학생 해외봉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행복한 꿈을 이어 주는 ‘Dream Joints Hansae24’ 발족

2011년 한세 동호회 활성화에 힘입어 동년 8월 발족한
Dream Joints Hansae24는 한세실업, 예스24, 아이스타일24 직원들
로 구성된 사내 봉사 동호회이다. ‘행복한 꿈을 이어 준다’는 순수 마
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봉사
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모인 20여 명의 직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도 매달 1회 정도 뜻 깊은 봉사활동을 펼치며 한세 봉사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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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인’들은 Dream Joints Hansae24를 중심으로 나눔 바
자회, 사내 밴드 동호회 공연 등을 통해 모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
에게 기부하고, 지역 아동센터나 양로원, 독거노인가정을 위한 행사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실천하며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
국내외 장학사업 확대 및 기타 활동

2003년 5개 고교 1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한세
실업의 베트남 지역 장학금 제도는 2012년 기준 7개 고등학교 210명

w

HANSAE time capsule
한세 봉사 동호회 HISTORY
-

2010.12.29~31

한세누리24 불우돕기 바자회(한세실업 의류, 예스24 도서 기증)

2011.01.08	‘해든솔’ 중증 장애인 거주 보호 기관 기증행사
(바자회 수익금 500만 원)
2011.03.20 	과테말라 아동보호시설 ‘천사의집’ 기부행사
(의류, 도서, 기타 용품 10 BOX)
2011.06.16

한세누리24, 1주년 유니세프 기금 모금 행사

2011.08.04

사내 봉사 동호회 ‘Dream Joints Hansae24’ 발족

2011.10.29

무의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행복 결연 프로젝트 ‘사랑의 장바구니’

2011.11.26

상록 SOS 어린이 마을‘정서 함양을 위한 텃밭관리 노력봉사’

(신길동 구립 영등포 노인 종합 복지관)
(양천구 신월 3동)
2011.12.10

12월 기획봉사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강남 개포동 구룡 마을)

2012.01.11

‘지구촌 사랑나눔’ 어린이 설 명절 선물 전달(의류 3 BOX)

2012.01.19

‘상록 SOS 어린이 마을’ 설 명절 선물 전달
(의류 3 BOX 및 각종 선물)

2012.03.01

‘지구촌 사랑나눔’ 지구촌 국제 학교 노력 봉사
(부천 지구촌 국제 학교)

2012.03.31	‘G24 자선수익금+DREAM JOINT24 성금 소년소녀가장
기증 행사’ (영등포구)
2012.03.31

ISTYLE24 주최 ‘핵피해 어린이 돕기 자선 바자회’ 행사 지원
(파주 헤이리 공원 일대)

2012.05.05

‘해든솔’ 중증 장애우와 봉사단 가족 참석 ‘어린이 난타’ 공연 관람
(역삼 예림당 난타 공연장&만다린 중식당)

2012.05.31

지구촌 사랑나눔 주최 이주민 다문화 바자회 의류 기증
(의류 3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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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외국인 장학증서 수여식
바둑TV후원 - 대학동문전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에게 의류 3,000벌 전달

규모로까지 확대되었다.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베트남 바둑 챔피언십
후원, 각종 기부 등 인재 양성부터 사회복지, 문화스포츠 부문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확대,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한세실업은 한국에서 유학
하는 아시아 지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장학금은 졸업 후 회사 의무 근무 등의 조건이 없는 순수한 생활,
학비 보조 장학금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시행되고 있는데, 초창기
에는 베트남 학생에 국한되었지만 차차 대상국과 대상 인원이 확대되
어 2012년 기준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유
학생 40여 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아이티 구호성금

한편, 한세실업은 2010년 지진 참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
이티에 1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한세실업배 릴레이바둑 대학동문전
도 후원하고 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각종 사회공
헌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한세실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
여할 것이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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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더 빛나는
한세실업의 역량

1972년 창립된 한세통상은 고속성

시련을 딛고 일어선 의지로 탄생한 한세실업

장 속에 확대정책을 펼치다 7년만

1970년대 일어난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

인 1979년 부도를 맞았다. 위기를

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1973년 일어난 제1차 석유파동으

기회로 전환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로 1배럴에 2~3달러 수준이던 기름값이 1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을

수밖에 없었던 쓰라린 경험, 그 경
험을 곱씹으며 다시 일어나기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해야 했던 기간
은 한세실업 창립과 지속성장에 자
양분이 되었다.

정도로 그 여파는 상당했다. 겨우 안정세를 찾아갈 즈음인 1978년 다
시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지면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대를 넘어서 경
제성장률 하락과 소비자 물가의 급상승 등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
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
는 크지 않았으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는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제1
차 석유파동 이후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확대, 성장
정책에 매진한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한세실업의 전신인 한세통상의
탄생과 성장과 소멸의 파노라마가 짧고 강렬하게 펼쳐졌다. 1972년
창립된 한세통상은 고속 성장 속에 확대정책을 펼치다 7년만인 1979
년 부도를 맞게 된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쓰라린 경험, 그 경험을 곱씹으며 다시 일어나기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해야 했던 기간은 이후 얼마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1982년, 시련을 이겨내고 새롭게 출범한 한세
실업 성장의 비옥한 자양분이 된 것이다.
글로벌 마인드와 화합의 정신으로 이룬 지속 성장

임대공장에서 소박하게 시작한 한세실업은 건실하게 성장해
1985년 인천공장에 안착했다. 그리고 1988년 1,400만 달러 수출 실적
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가파른 임금상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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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의 좋은 기업문화 콘퍼런스 수상

노사분규의 확대는 국내 의류봉제산업의 종말을 논할 정도로 사업환
경을 악화시켰다. 이때 한세실업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1988년 사
이판에 진출했다. 저임금과 무관세 혜택을 찾아 떠난 모험이었다. 장
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사이판에서 겪은 어려움 속에서 한세실
업은 해외투자업체로서 현지화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해외
생산기지 건설과 경영의 와중에 수시로 돌출하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
들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현지인들과의 화합
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칙을 체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출기업으로서 큰 폭의 성장을 이룬 한세실업은 국가 경제
대란이었던 IMF시기를 전후로 오히려 임직원 복지와 혜택을 확대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며 1998년 중미지역인 니카라과 진출로 생산기지
를 넓혔다. 2000년도 사이판 단일지역 1억 불 수출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도 이룩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게 되었으
니 사이판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었다.
한세실업은 베트남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
모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를 대비했고 이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2000
년대를 거치며 세계 의류생산의 흐름이 큰 물살로 흔들리는 중에도
베트남은 한세실업 성장의 메인 그라운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었다. 한세실업은 베트남을 보완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를 키워
나가며 한편으로는 중국과 캄보디아 진출과 철수라는 값진 경험을
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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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을 돌파하는 한세실업의 저력

2000년대 말 불어 닥친 미국발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탄
탄한 기본기를 갖춘 한세실업은 흔들리지 않았다. 일찍부터 국내시장
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도전하고 성취한 경영, 생산,
품질, 기술에 대한 역량은 세계 경기 위축 속에 오히려 빛났다. 바이
어들이 위기 국면을 맞아 축소 지향 경영을 하며 부실한 벤더를 털어
내고 믿을 수 있는 빅 벤더에 집중하는 Deep & Narrow 정책으로 전
환한 것이 한세실업에는 더 큰 호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단순 임가공이 아닌 ODM 역량 강화에
매진해 R&D 본부를 정비하고 뉴욕 디자인 사무소를 오픈하며 바이
어 밀착 ODM을 추진하고 있던 한세실업은 성장에 탄력을 받게 되었
고 2012년, 드디어 10억 불 고지를 넘어섰다.
오늘날의 경영 환경 속에서 한세실업이 국내 사업에 집중했
던 동종 분야의 대기업들보다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강
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한세실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fashion worldwide를 꿈꾸며 세계 속에서, 세계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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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0년을 넘어, 비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

Part

30

한세실업, 세계적 패션의류
기업으로 비상하라

1982년 11월 창립 이래 의류수출

의류수출전문 기업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한세실업

사업에 매진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본사 750여 명, 해외 3만 3,000여 명 등 총 3만 4,000여 ‘한세

성장한 한세실업은 현재 베트남, 니

인’은 2만 명이 넘는 협력업체 인력들과 상생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

카라과,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미

한 해 2억 벌이 넘는 의류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2012년 총매

얀마 등 5개 국에 총 10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출액 10억 달러 달성의 위업을 이루고, 2017년 20억 달러 달성이라는
더 큰 미래를 향해 총체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의류시장의 수입규모가 연간
80조 원인데 이 중 1.2%가 넘는 물량을 수출하고 있는 한세실업의 미
래 성장 전망은 밝다. 경제 불황 속에서 오히려 세계적 브랜드의 바
이어들이 한세실업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이 넘게 거래하
고 있는 Gap, Target 등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한세실업의 역량을 세
월로 증명하고 있다. Nike, Abercrombie&Fitch, Old Navy 등의
유명 브랜드 업체, Sears, Macy's, Kohl's 같은 백화점, Wal-mart,
Target 등의 할인점을 모두 아우르는 안정적 바이어 구성과, 바이어
와 아이템에 따라 최적화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한세인’들이 30
년간 진한 땀방울과 뜨거운 열정으로 일구어낸 값진 결실로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패션의류 기업으로의 비상

한세실업은 미국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럽 및 일
본 등으로 바이어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SPA 기업인 스웨덴
의 H&M, 스페인의 Zara, Mango 등과도 거래를 시작했다.
한편, 기존의 니트 중심 생산 체제에서 전환하여 2012년 현재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븐 비즈니스의 비중도 증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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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 수상
2011년 대한민국 글로벌 CEO 수상

나갈 계획이다. 완만한 성장세에 들어선 니트 영역에서의 우위를 유지
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븐 영역에 힘을 실어 총체적
매출 증대를 이룰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세실업은 해외 생산기지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미
베트남에 제3법인을 설립하고 TG공장을 건설하여 가동 중에 있으
며,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미얀마에도 진출하였다.
한세실업은 현재 본사 직원의 10% 가까운 50여 명의 전문인
력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R&D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
고 있다. 뉴욕 디자인 사무소에도 실력 있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최
고수준의 미국인 디자이너들을 영입하여 본사와 연계한 R&D 활동을
통해 바이어에게 보다 밀착한 마켓 인텔리전스(Market intelligence)
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원단 개발과
디자인까지 고객에게 제안하는 ODM의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ODM 역량은 곧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2010년 온라인 전용 자체 브랜드인 NYbH를 런
칭하고, 2011년 Dreamsco를 인수하며 유아동복 브랜드인 Curlysu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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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확대를 진행 중인 한세실업은 앞으로 자체 브랜드 사업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미 글로벌 브랜드 납품을 통해 세계적
의류제조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유통이나 마케팅 등 부족한 분야
의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축적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창립 30년, 한세실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의류수
출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한세실업은 더 먼 곳을 향해 일신우
일신(日新又日新)하는 자세로 나아가고자 한다.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및 설비 투자를 통해 ‘한국
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패션의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2012년 한세실업 신년하례회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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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E Special

박근혜 대통령, ‘한세베트남’을
방문하다

2013년 9월, 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베트남의 경제 수
도인 호치민시로 이동하여 레 탄 하이 당서기와 레 황 꾸언 시장이 공동주최한 오
찬에 참석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대표기업인 한세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하는 행사가 계획
되었다. 임직원들을 격려한 후 현지 투자 기업들을 한세베트남으로 초청하여 간담
회도 개최했다.
박 대통령의 한세베트남 방문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에 무역역조 시정을 요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의 고용 창출과 수출에 일조하고 있는 모범적
기업을 방문하여 격려하면서, 베트남과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정
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한세실업의 도전이 훌륭하고 결실 또한 놀라워
임직원들의 환영 속에 한세베트남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창립 후 30여 년 동안
수출에 매진하며 경제적 영토 확장에 힘쓴 한세실업의 역사와 현황을 보고 받고 대
단위 의류 생산라인을 둘러보았다. 창업 이후 몸소 현장경영을 실천해온 김동녕 회
장은 한세베트남의 곳곳을 안내하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시찰 중 해외 연수차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베
트남 직원에게 한국에서의 근무기간과 생활 등에 대해 질문하며 세심한 관심을 보
였다. 베트남 직원이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결혼하여 현재 안정적인 생활
을 하게 되었고 한세실업과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자 흐뭇한 표정으로 행
복하게 잘 지내라는 덕담을 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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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인 부공장장을 보고 관심을 기울이자 김 회장
은 베트남 직원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
러 한국인 직원들에게도 베트남어를 적극적으로 교육시켜서 현지 적응과 문화에 대
한 이해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순환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을 앞둔 젊은 직원들을 특별히 격려하
고, 법인설립 이래로 한세베트남과 함께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인 관리자들에게도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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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에 찬 모습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한세베트남의 의류생산 현장을 둘러본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섬유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과감하게 해외로 진
출해 성장산업으로 바꾸어 놓은 것과,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경제사회에도 기여하
고 있는 한세실업의 도전이 매우 아름답고 그 결실 또한 놀라울 정도”라며 감탄했다.

베트남의 대미 의류 수출액의 7%를 점하는 한세베트남
베트남은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고 임금 경쟁력과 함께 치안도 비교적 안정되
어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한세실업은 일찍부터 베트남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고 2001년 호치민시 구찌지
역에 제1법인인 한세베트남을 설립하며 본격 진출한 이후 떠이닌성에 제2법인, 띠
엔장성에 제3법인을 설립하는 등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했고, 그 결과 ‘베트남 현지

화에 가장 성공한 기업’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베트남 최대의 경제도시인 호치민
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재 1,800여 개 업체, 이중에서도 한세실업은 단연 최고
의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한세베트남은 설립 이후 2012년까지 누적 수출금액 28억 달러(3조 900억 원)
에 달하는 실적을 올리며 베트남 경제 발전에 일조했다. 베트남의 한세실업 직원
은 제3법인 증설로 곧 3만여 명이 될 예정으로 이는 현지에 진출한 웬만한 국내 대
기업보다 많은 인원으로 베트남인 고용 창출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성공적 현지화의 비결은 신뢰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한세실업은 그 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는 한편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
치며 지역민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3년부터 매년 현
지 구찌지역의 모든 고교에 장학금 지급, 베트남국립도서관과 대학에 도서 2만여
권 기증, 심장병 어린이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공장직원과 가족, 친구들을 포함하여 약 3만 명이 참여
하는 대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과 정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축
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는 해마다 한국에서 20명의 대학생 봉사단을 선발하여 베트남에
서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봉사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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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들이 한세실업과 글로벌 사회를 체험하고 베트남에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
리는 효과도 크다.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기업, 한세베트남의 더 큰 발전을 기원
현장 시찰을 마친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여 국가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
했다. 대통령의 한세베트남 방문은 한세실업의 영광이자 한세인들의 소중한 추억으
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방명록에 남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강
소기업 한세베트남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글귀는 한세인의 가슴에 선명
하게 새겨져 세계를 향한 한세실업의 도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방명록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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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창립 30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한세실업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세인들이 ‘전진’, ‘열정’, ‘도전’, ‘용감’, ‘불사조’로
뭉쳤다. 맑은 하늘 아래 하나가 되어 푸른 잔디 위에서 함께 뛰며, 한세실업의 더 큰 성장
을 위한 더 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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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녕 회장의 삶과 경영철학

세계를
무대로
김동녕 회장의 창조적 경영

세계인을 향해
“청년시절 한 번의 큰 실패를 통해 깨달은 ‘자신의 능력보다 한 걸음
늦게 가자’는 이후 제가 크고 작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조급증이 일 때마다 ‘내 실력보다 한 걸음 늦게
가자. 늦게 가는 것이 결국은 빨리 가는 것이다.’라고 마음에 되새기다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 나 자신이나 회사의 역량, 처한 상황, 서로간의
관계, 시장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고, 보다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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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녕 회장의 삶과 경영철학

커다란 실패를 그보다 더 큰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하라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조급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 빨리, 보다 많이’ 성취하고자
하는 원천적 욕망은 꿈을 실현시키는 추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흐트러뜨리고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곤 합니다.

소년 시절부터 빛난 리더십

곤 했다.

김동녕 회장은 민족 해방 원년인 1945년 9

훗날 가까운 친인척만 대략 가늠하더라도

월 6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김 회장의 부친은 일본

다양한 분야의 교수나 학자 20여 명을 배출할 정도

의 동경제국대학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손꼽히는 의

로 학구적인 집안의 가풍을 이어받은 김 회장은 어

학부 출신으로, 해방 후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제1회

려서부터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는 총명한 학

졸업생이 되었다. 6.25전쟁이 터지자 군의관으로 복

생이었다.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전국

무했고 휴전 후 정부 유학생으로 뽑혀 미국 유학을

에서 초등학생 15명, 중학생 15명을 뽑는 글짓기 행

다녀오기도 한 우리나라 현대의학의 선구자였다.

사에서 뛰어난 글솜씨를 발휘하여 어린 나이에 청

부친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을지로6가에 위치한

와대에 초청받아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기도

메디컬 센터에 근무했는데 이 병원은 스칸디나비아

했다. 국민학교 졸업 후 김 회장은 당시 국내 최고의

삼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으로, 최신 설비와 최고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는 경기중ㆍ고등학교에 진

실력의 외국인 의사들이 모인 곳이었다. 김 회장은

학하며 학업은 물론 문예반과 신문반 활동에도 열

어린 시절 종종 아버지를 따라 메디컬 센터에 놀러

심이었다. 특히 남다른 감수성과 순수한 시대 의식

가기도 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젊은 외국인 의사들

을 발휘한 시를 지어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 집에 놀러 오면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며 어울리

국민학교 시절은 물론이고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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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7년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얽힌 동백림 사건이 터져 어느 날 갑자기 존경
하던 교수나 허물없이 지내던 선후배, 동기들이 잡
혀가는 일도 발생했다. 시대적 아픔을 목도하다 보
니 학구적인 가풍을 이어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는
교수가 될까 생각했던 마음이 사그라졌다. 학보사
경험을 살려 언론인으로 진출하는 것도 생각해 보
았지만 이 또한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다.
졸업 후 김 회장은 일단 외국계 은행에 들
어갔다. 그러나 인생을 걸고 청춘을 바칠만한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만 같았다. 이때 김 회장의 큰
아버지가 미국에 건너가 MBA를 공부하는 것이 좋
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큰아버지는 일본에서 유학
한 후 일본기업에 재직하며 선진 경영을 경험한 인
유학시절 일본인 유학생과 서부로 여행

물로, 광복 후 국내에서 무역회사, 제약회사, 농약회
사 등 사업을 일으킨 기업인이었다. 6.25 전쟁통에
군의관인 아버지를 따라 다니느라 학업을 중단해

는 경기중ㆍ고등학교시절에도 김 회장의 친화력과

야 했던 어린 조카를 특별히 귀하게 여겨 서울로 불

리더십은 빛을 발했다. 어떤 선거에건 나가기만 하

러 올리고, 몇 년간 친자식처럼 돌보며 면학에 정진

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던 것이다.

하도록 했던 큰아버지는 장성한 조카가 미국에 유

이렇게 다방면으로 우수하고 인기도 많으
니 출세를 위해서라면 고시를 준비해 공직에 진출

학하여 MBA 학위를 따고 돌아와 집안 사업을 잇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는 야망을 품어봄직도 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

김 회장이 세계적인 명문 펜실베이니아대

은 물론 김 회장 스스로도 그런 방면으로는 별 욕심

학 워튼스쿨에서 MBA 과정을 마친 후 귀국하자 모

이 없었다.

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신학문을 전공한 젊은
인재를 반기며 강의를 제안했다. 교수와 기업가, 두

청년 김동녕, 큰 뜻을 세우다

가지 길을 두고 다시 김 회장은 고민에 빠졌다. 그

김동녕 회장은 1964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런데 당시 수출 증대를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진학해서 순수 청년학도로서 자신과 조국의 미래에

자 하는 ‘수출입국’이 시대의 큰 화두였고 창업 열기

대한 진지한 모색을 이어갔다. 그런데 1960년 4.19

가 뜨거웠다. 그 분위기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이

학생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 등 사회적 혼란

일었을 때보다 더하다고 할 정도였다. 정부에서는

이 이어지며 당시의 대학생활은 어수선하기만 했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 창업을 북돋았고 유능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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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대학 워튼스쿨 MBA 졸업식

한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그 대열에 뛰어들었다. 청

도로 사세를 확장시켰다. 하지만 1978년 말 시작된

년 김동녕도 교수나 집안 사업을 이어받기보다 젊

2차 오일쇼크로 직격탄을 맞은 한세통상은 1979년

은 혈기와 할 수 있다는 패기로 무역업 창업을 결심

결국 부도 처리되고 말았다.
김 회장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난 과오

했다.

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인고의 시간
커다란 실패 끝에 얻은 교훈

을 보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굴곡 없이 살던

1972년, 약관 28세의 청년 김동녕은 ‘한국

중 처음 맞은 실패라 그 타격은 더했다. 고통스러울

과 세상을 잇는다’는 큰 뜻을 담아 한세통상을 설립

수록 김 회장은 스스로에게 냉철하고 객관적인 잣

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대를 들이대며 반성했다. 그리고 실패자의 감상에

한국에서 수입할 물건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한국

젖어 감정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에 오면 꼭 찾아 달라고, 무수히 편지를 쓰며 바이어

‘시련,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주문처럼 되뇌며 벌어

를 개척하고,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는 물품을 만들

진 사태를 묵묵히 처리하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

어 납품하기를 수 년, 1975년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떻게 했어야 했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투자로 공장을 설립하며 의류봉제를 하는 한세통상

김 회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앞으로의 인생

을 주력으로 하고 한세공예를 독립시켜 운영할 정

에 거름으로 쓸 만한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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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갈 시간에 현장에 충실하며 내실을 기하자’는

당시 쿼터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돈을 번다

것이 그 첫째요, ‘과욕을 버리고 자신의 실력보다 한

고 할 정도로 쿼터 경쟁이 치열했다. 새로 시작하는

걸음 늦게 가자’는 것이 그 둘째요, ‘일주일에 하루는

한세실업으로서는 비싼 돈을 주고라도 쿼터를 구하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 그 셋째였다.

기만 하면 다행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위 당

큰 깨달음이 생기자, 환부가 아물고 생살이

이윤이 높거나 쿼터 제약을 덜 받는 제품을 개발하

돋아나듯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도 자라났다. 주

는 것이 업체의 생사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

변에서는 다시 유학길에 올라 학문을 닦기를 권유

였다. 김 회장은 이에 주목하고 직원들과 남성용 반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에 쓰러져 도피하

바지형 수영복, 일명 우주복으로 불리는 유아용 바

지 않겠다는 사나이로서의 오기가 생겼다. ‘제대로’

디슈트, 아웃도어인 헌팅웨어 등을 개발해 큰 성공

하기만 하면 잘 될 거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커

을 거두었다.

졌다. 부도를 맞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

이 중 헌팅웨어의 경우 두껍고 커서 접어

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김 회

놓으면 이불 한 채는 되어 보이는 옷인데, 처음에 이

장은 의류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

제품을 개발하고 샘플을 제작해 무턱대고 Kmart에

도 청산 과정에서도 기존 바이어들과 좋은 관계를

보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래도 다음 시즌에

유지했기에 굳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이유가 없

또 샘플을 만들어 보냈다. 그래도 또 반응이 없었다.

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몇 달 후 갑자기 연락이 왔다. “헌팅, 야단났
다. 빨리 들어와 설명 좀 해 달라!” 담당자는 급하게

다시 일어선 ‘한세’, 그리고 김동녕

김 회장에게 SOS 신호를 보냈다. 알고 보니 윗선으

김동녕 회장은 1982년 한세실업을 재창업

로부터 경기가 좋은 헌팅웨어를 왜 NB(National

하며 재기의 발판을 다졌다. 초창기 부천 임대공장

Brand)만 하느냐, PB(Private Brand)로는 못 하

시절을 마감하고 1985년 인천 가좌동에 있는 공장

느냐는 질책을 받았던 것이다. 김 회장은 헌팅웨어

을 인수하며 자체 공장도 마련했다. 회사는 바쁘게

중에서도 팬츠를 제외한 자켓과 커버롤(coverall)

돌아갔고 연말이면 특히 더 그랬다. 새해가 오기 전

제품을 개발했었다. 사냥복의 특성상 바지는 밤낮

에 모든 수출 물량을 내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12

구분이 필요 없지만 상의는 안전을 위해 야간용으

월이 되면 본공장, 하청공장 할 것 없이 전시상황에

로 형광 안료를 넣어 만든 옷이 필요하니 그만큼 수

돌입했다. 시간에 쫓긴 하청업체에서는 A사 직원이

요가 많고 이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있을 때는 A사 제품을 만들다가 B사 직원이 오면

치밀한 시장 분석과 적극적인 영업, 끈질긴 제품 연

B사 작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상황이 이렇다

구에 더해서 운도 따랐다. 야간용 사냥복을 만들려

보니 김 회장은 외주처를 돌고 다시 인천공장으로

면 아크릴을 원료로 매트조직을 짜서 형광 염색을

돌아가 야근하는 직원들을 다독이고 한 숨 붙였다

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세실업에는 이전에

가 아침 일찍 직원들을 깨워 해장국 한 그릇씩 같이

마련해 놓은 아크릴이 있었다. 게다가 협상 이전에

먹고 다시 외주처로 출근하기를 며칠씩 반복했다.

아크릴 파동이 나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기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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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사이판 전 직원 배구시합

때문에 고가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많

확대되었다. 또한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수출업의 국

은 이윤이 났다.

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재창업 이후 탄탄한 성장

미국 시장을 미리 읽고 수요를 예측해 제품

을 견인하던 김동녕 회장은 국내 사정이 악화되기

개발에 매진한 결과, 타 중소업체들이 반짝 하다 사

이전부터 환경의 변화를 예견하고 해외 진출을 모색

라지는 동안 한세실업은 지속 성장을 이어갔다. 물

하고 있었다. 그러던 1986년 어느 날 폰페이섬 정부

론 시도하는 것마다 다 성공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

가 우리나라에 경제사절단을 보내 투자 유치를 적극

렇지만 김 회장은 실패에 주저앉지 않았고, 실패로

홍보했는데 핵심은 그 섬이 무관세, 논쿼터 지역이

인한 손해보다 성공을 통한 이익을 더 크게 만드는

라 대미 의류생산수출업체가 진출하기에 적격이라

뚝심을 발휘했다. 막히는 길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

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인구도 몇 만 되지 않는 낯

운 길을 개척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정

선 섬이라하니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으로 한세실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이다.

몸소 확인해 보자는 심정으로 나섰다. 그러나 폰페
이섬은 김 회장의 예감대로 공장을 세울 만한 곳이

도약을 위한 새로운 터전, 사이판 진출

아니었다. 논쿼터 지역이지만, 무관세는 아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국내에서는

먼 곳까지 왔다 그냥 돌아가자니 허무한 노릇이었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쟁의가

다. 그때 마침 1~2년 전부터 눈 여겨 보고 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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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이 떠올랐다. 그곳이야 말로 무관세, 논쿼터 지

아오를 듯한 기분이었다. 김 회장은 소식이 있으면

역인데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

바로 연락을 달라고 단단히 약속하고 서울로 돌아

었다. 여기까지 온 김에 들렀다 가자는 생각에 발길

와 준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연락이 왔고 결

을 사이판으로 돌렸다.

국 사이판에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불운

사이판에는 친한 친구가 사업차 몇 년째 나
가있었는데 당시 김 회장은 그 친구에게 연락해 볼

을 가장해 다가온 행운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아
챈 것이었다.

생각조차 못했다. 그런데 사이판에 도착해 호텔을

그러나 ‘人間萬事 塞翁之馬(인생에 있어서

잡고 인근 한국인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만났다. 간혹 전화로나 안부를 묻다가 타국에서 마

말이 있듯이 사이판 공장 건설에 들어가자 주민들

주치니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가 잘

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건축자재들이 퍼렇게

아는 사람인데 도움이 될 거라며 전직 검찰국장인

녹이 슬 정도로 시간을 지체해야 했으니 난감할 따

미국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일이 잘 풀리려고

름이었다. 어느 정도 사업 경험도 쌓이고 자신감도

그랬는지 그 미국인은 마침 사이판에서 공장설립

있었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여태까지의 노력이 물

허가를 또 내줄 것 같으니 마음이 있으면 준비해 보

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공장부지나 건설

라고 했다. 우연히 다가온 행운을 손에 잡은 듯, 날

자재도 모두 무용지물이 될 판이니 부도를 맞았을

사이판 2000년 한세 송년회 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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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더한 위기감으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김 회장은 사이판이나 미국을 잘 알고 유연

현장경영과 감성경영의 조화, 글로벌 인재
육성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책임자를 물색하는 등 문제 해

사이판에서의 성공은 현장 중시 경영과 효

결에 매달렸다. 끈질긴 노력 끝에 주민들을 설득하

과적 인력 운용 및 관리에 힘입은 바가 컸다. 사이판

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마침내 1988년 말 공장 가

인력운용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인, 중국인, 현

동을 시작하며 한세실업의 제1도약기라 할 수 있는

지인, 필리핀인 등 다양한 인종들의 원만한 관계를

사이판 시대를 개막했다. 사이판 진출의 어려움 속

도모하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솔선수범하여 외국

에서 김 회장은 현지화의 핵심 요소를 몸소 체득할

인 근로자의 이름을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했다. 뿐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시각이 아니라 그들의

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먼저 말 붙이며 관심을 기

시각에서 절실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

울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이후 다른 한국인 직원들

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이후 기업

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하는 행동기준이 되었다.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거의 모든 직원이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사이판 현장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하고
끈끈했다. 김 회장은 아무리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
서도 운동회나 조깅, 회식 등 다양한 스킨십 경영을

베트남 직원들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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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와의 만남

통해 관리자와 현장직, 한국인과 타국인을 떠나 ‘한

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2000년 사이판 단일지역

세’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는 자리를 자주 마련

의 1억 불 달성 및 증권거래소 이전 상장으로 탄탄

했고 이는 한세실업 성장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단

한 중견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2000년대

단한 끈이 되었다.

들어 김동녕 회장은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한 과감한

또한 해외 출장조차 경비나 절차 문제로 자

도전을 했다. 한 가지는 기존의 의류생산수출업 확

유롭지 않던 시절에 김 회장은 직원들이 넓은 세상

대를 위한 베트남 진출이었고 또 하나는 신성장동

을 경험하는 한편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

력 육성을 위한 예스24 인수였다.

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 더불어 거대 조직

김 회장은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

의 부품화된 소극적 인간이 아니라 조직을 책임지

고 있는 사이판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의 터전을 마

고 스스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인재를 육

련하기 위해 부심하며 국제적인 흐름과 정보를 읽

성했다.

고 물망에 오른 여러 국가를 검토한 결과 베트남을
최종 선택했다. 그리고 2001년 베트남 호치민 외곽
혜안으로 이룬 탁월한 선택으로 지속 성장

의 구찌지역에 8만 6,000여 평의 넓은 부지를 마련

견인

하고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02년 완료하며 베트

한세실업은 1998년 중미 진출로 니카라과

남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위험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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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베트남 국립도서관 도서 전달식(한세예스24)

부담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김 회장의 판단은 적중

세계적 규모와 역량을 갖춘 토탈의류생산업

했고 베트남에 미리 진출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체로 성장한 한세실업

있었다. 세심한 검토와 큰 흐름을 보는 안목으로 백

김동녕 회장은 2005년 미국의 쿼터제 폐지

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후로 중미의 과테말라와 니카라과, 동남아시아의

한편, 2000년대 초반 김 회장은 기존 사업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두 축으로 생산 거점을 집중

의 확대를 위해 몇몇 동종업체 인수를 시도했다. 하

육성하며 관리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했다.

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방향을 바꾸어 2003년 예

한편 김 회장은 일찍부터 R&D에 대한 관

스24 전격 인수로 온라인유통시장에 진출하며 또 하

심을 가지고 유무형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수

나의 미래 성장축을 마련했다. 의류제조업체의 온

전문 인력 영입과 기술력 육성으로 OEM(주문자상

라인 서점 인수를 두고 여러 시각이 있었으나 김 회

표부착생산)을 넘어서 ODM(제조자디자인생산) 역

장은 개의치 않고 원석을 가다듬는 자세로 허울뿐

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후발업체들의 저가정책에 차

인 국내 인터넷 서점 1위, 예스24가 누적 적자를 털

별화를 기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고 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썼다. 2006년에는 패

판단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진 2008

션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iSTYLE24를 오픈하며

년 이후에는 오히려 믿을 만한 기업과의 거래를 더

e-business 사업의 확대를 모색해 나갔다.

늘리려는 오더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매출은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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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은 한물갔다는 의류산업도 글로벌 ‘넘버원’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란 듯이 증명하고 있다.

준히 증가했고 한세실업은 세계적 규모와 기술역량

를 출범시키며 그룹의 투자와 운영을 전담하게 하

을 갖춘 의류생산업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고 의류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B2B 업체인 한세실

김 회장의 우직한 투자는 ODM뿐만 아니
라 우븐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븐과 니트를

업과 e-business를 중심으로 한 B2C 업체인 예스
24를 양 날개 삼아 세계를 향한 날개를 펼쳤다.

아우르는 토탈의류생산업체로서의 역량 강화는 미

2011년에는 유아동복 컬리수(Curlysue)

래에 한세실업이 글로벌 토탈패션업체로 거듭나

를 보유한 드림스코(Dreamsco)를 인수하며 자체

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관련

브랜드 진출을 본격화했다. 최근에는 한세실업 본

직원들에게 ‘언젠가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며 독려

연의 사업영역을 넓히는 작업에도 변화된 노력을

하고 지속 투자를 단행했다. 결과적으로 우븐사업

기울이고 있다. 30여 년간 미국 대형 할인매장이나

도 정체기를 거쳐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더니

백화점, 유명 브랜드 업체를 중심으로 거래하던 방

2009년부터 탄력을 받아 매해 두 배의 고속성장을

식에서 벗어나 바이어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

이어가고 있다.

는 것이다.
국내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의류’가 사양산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한세’

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김 회장은 세계로 시

2009년 김동녕 회장은 한세예스24홀딩스

야를 넓혀 ‘패션’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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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 때문에 한세실업은 지나온 30년보다 앞으로

‘한세’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화합과 상생을

글로벌 패션 컴퍼니로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 가

위한 새로운 꿈을 그리다

야 할 길이 훨씬 멀다.

김동녕 회장은 소박함과 검소함, 실용주의

한편, 김 회장은 예스24와 아이스타일24의

적인 마인드를 지녔다. 또한 쓸 곳에는 제대로 쓸 줄

온라인 경영 노하우가 집약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알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인의 인덕도 갖

가지고 2010년 베트남, 2011년 인도네시아에 연달

추고 있다. ‘직원들 급여를 줄여서 회사가 이익을 보

아 진출하며 인터넷쇼핑몰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

려고 하지 말라’고 공언할 정도로 창립 초창기부터

고 있다. e-commerce 시장이 덜 성숙한 시점에 한

급여를 대기업 수준에 준하게 책정해 제 날짜에 지

세실업을 통해 익숙해진 시장에 먼저 들어가 기반을

급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대

닦아 놓고 여타의 동남아 주요 국가로 진출을 확대

금 결제도 관행을 깨고 현금결제를 기본으로 하며

하면 예스24가 미래에 아시아의 eBay, Amazon으

상생을 위한 신뢰구축에 앞장섰다. 임직원들과의

로 거듭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소통과 교류나 생산거점 현지 사회에 대한 활발한
공헌 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면에서도 저돌적인 사
업 확장이나 이윤 추구보다 인간적인 신뢰구축으로
마음 얻는 것을 우선시하는 김 회장의 깊이 있는 경

2011년 포춘코리아의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4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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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타일이 묻어난다.

로벌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 온 김 회장은 70이 가까

이와 같은 김 회장의 경영 업적은 여러 차

운 나이에도 활발하게 해외 현장을 오가며 활동하

례 국내외 인정을 받아 다양한 수상으로 이어졌

고 있다. 아직도 ‘세상에서 일이 가장 재미있다’는

다. 2002년에 사이판 법인의 효율적 인력운용과 직

김 회장의 열정은 한세를 창업했던 청년기와 별반

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미국 SHRM(인

다르지 않다.

적자원관리협회)로부터 ‘올해의 경영인상’을 수상

김동녕 회장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

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비전경영 CEO대상’ 수

며 기업 경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

상, 2007년, 2008년 연속 ‘대한민국 신뢰받는 CEO

는 중이다. 수십 년간 한세의 성장을 이끈 수장으로

대상’ 수상, 2009년 매일경제의 ‘대한민국 100대

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CEO’ 선정, 2010년 포브스지의 ‘Global CEO상’ 수

들의 문화 교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 다가올 아시

상, 2011년 포춘코리아의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인

아 시대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새로운 꿈을

물 40인’ 선정 등으로 김 회장의 창조적 경영은 빛

그리며 오늘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을 발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기업 경영을 통해 글

한세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과 같이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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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01
임원 현황

이용백 부회장

윤권식 부사장

지금까지의 30년은 앞으로 50년, 100년을

한세 50주년 행사에는 세계 유명 모델들이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한세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세계의 주목을

희망찬 내일을 위해, 그리고 그를 위한 힘찬

받는, 한세 주최 패션쇼가 한국에서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

개최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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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전무

김석훈 전무

한세의 미래는 적응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30년이 "한세실업의 역사"로

아니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록되었다면, 지금부터 한세는 진정 "

우리모두 끊임없이 전진합시다!

한세그룹"으로 다시 태어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쓰는 시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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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현황

양승렬 전무

주상범 전무

한세 3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세계의 패션을 선도하는 일등 한세,

갈망하는 젊은 회사로서 열정에

파이팅!!!!!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인
뜻과 힘을 한데 모아 영원한
한세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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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운 전무

서귀영 상무

30년의 결실과 축적된 경륜을

I respect you - Hansae!!

바탕으로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리더가

오늘의 한세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모든 한세인들을 존경합니다.

동경하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을

앞으로 30년, 60년도 기대 됩니다.

확신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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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현황

이향미 상무

김애선 상무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의 발전은

지난 30 년간의 도약으로 한국

없습니다. 생각한 만큼 이루어 집니다.

최고의 의류 기업으로 자리한 기쁨을

한세실업의 미래, 여러분의 열정과

함께하며 이를 발판으로 더 나아가앞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으로는세계최고의의류기업이될수있

Keep on Dreaming, Keep on

도록앞장서겠습니다.

Walking!!!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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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상무

김승배 이사

지난 30년간 이룩한 성공을 축하하며

한세실업은 지난 30년 동안

앞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수

거칠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계의 최고 우량 회사로 우뚝
서있습니다. 올해는 乘風破浪의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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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현황

차석만 이사

정순영 이사

한세실업이 앞으로 30주년을 넘어,

한세 30년 !

300년을 기념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

건강한 회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NEXT 30년!
BEST를 위한 행복한 장정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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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이사

이진섭 이사

한세 30주년을 축하하며 세계의 패션을

미래를 더 멀리 내다 보는 한세는 100년

선도하는 일등 한세, 파이팅!

이상의 전통이 있는 브랜드로 꾸준히
사랑 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김익환 이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있다면 한세는 영원히
젊고, 세계적으로 강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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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현황

인원수

2012

703

2011

633

2010

534

2009

471

2008

434

2007

430

2006

359

2005

290

2004

218

2003

205

2002

152

2001

130

2000

122

1999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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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원 기준 | 단위 : 명

직원 명단

2013년 11월 기준

본사

김보미

문혜리

안승혁

이종석

함초롬

박연주

이나영

하정현

김성진

노형기

서지현

이승기

대표이사(부회장)

김선영

박관수

안지민

이지혜

현남호

박영수

이선희

허준성

김수영

레티투프엉

선동협

이승아

지나래

이용백

김성자

박문희

안해님

이헌우

홍민석

박종호

이왕호

현성화

김승현

명재환

성혜정

이유미

지화섭

Coordinating부본부

김성후

박미진

여미현

이형중

황수연

박초롱

이은용

홍성민

김영진

문한석

송수한

이주한

진용민

서귀영

김세원

박소영

오다린

이혜란

수출3본부

배순기

이정훈

황인선

김용일

문혜진

송준호

이주환

진형균

수출1본부

김순범

박소이

오명주

임경혜

강다현

부띠흐엉

이지연

황주원

김우현

민중석

신동휘

이창대

차석만

강다금

김승범

박진경

원고은

임한나

강유정

서나리

이항복

수출5본부

김유록

박민성

신승진

이현아

채정훈

강민식

김영환

박진범

유연하

장승혜

강혜선

서주빈

임병훈

가경선

김유리나

박선영

신현아

이현탁

최명희

강윤순

김은희

박충희

유창규

장혜리

강훈

손가현

임승현

강길호

김으뜸

박선형

심기섭

이혜연

최미애

고대원

김재영

박해숙

윤동식

전효은

고혜영

손지연

장언주

강수지

김은지

박성범

심정석

이호은

최선미

주여빈

고우리

김지은

반승배

윤지우

정규성

권혁우

손지혜

장태은

강우리

김인철

박수민

안창현

임용택

최용석

곽태훈

김지현

반유진

이경희

정세현

김명찬

송상민

전승봉

강지영

김인환

박수진

양서유

장보람

허연진

구본숙

김청래

방미경

이대섭

정순영

김민정

송채령

정병권

강지인

김정원

박승현

양혜련

장재영

황희정

구서영

김태완

배정민

이래성

정지엽

김은미

안유리

정윤교

강찬미

김준수

박영현

오두희

장현선

수출6본부

길승엽

김학중

백영아

이상욱

정효선

김정원

안태영

정의훈

고대경

김지현

박용헌

오해진

정보하

강예준

김경

김한준

서원선

이상지

조리라

김지애

양승열

정주희

공유일

김지희

박유미

왕정인

정선화

김규범

김경민

김환호

석광원

이상호

조성윤

김지영

양진호

정한솔

곽은경

김진

박유미리

유길재

정성윤

김다히

김기석

김효령

소병민

이선애

조윤서

김지은

여은우

조화섭

기혜진

김진수

박지인

유현일

정용재

김명훈

김나현

김희철

손유정

이성훈

주웅비

김지혜

윤용필

주정화

김기범

김태훈

박지형

이규화

정재진

김승배
김영진

김대섭

남정호

송상현

이수비

최영준

김철휘

윤인양

지상배

김도연

김홍규

박찬우

이남식

정지혁

김민제

노지은

송윤상

이수춘

최원근

남덕진

이경은

찌엠꾸억바오

김동겸

김효신

박현지

이두규

정혜영

김요셉

김민지

멜린다

송은주

이시윤

최원기

노현정

이경진

최인중

김람

나지현

배수진

이만재

조은영

김용남

김민희

문은빈

신민규

이연희

최재혁

문정일

이교정

최지선

김상희

남재식

백혜수

이미경

조정윤

김은진

김보라

문지환

안병석

이정주

최재현

문희천

이근해

최홍창

김서희

남효정

서경미

이미영

주상범

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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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

김상희

강인선

최정인

송재광

박아령

슈

박림홍

장정자

신영화

에밀리

박용학

김혜진

김성윤

강혜민

하연정

신정환

박은혜

신현필

박보금

장주희

신철호

이근학

백춘화

NIC

M.A.M

노재민

김수영

강혜진

하유선

심인보

박준기

PB팀

박선명

정성진

오재용

이성준

서예슬

김건수

MOKO

눼눼윈

김지훈

김문금

한미은

안지영

배성근

구자현

박송림

정수의

유명호

이송란

신현중

김경섭

김광진

동윤미

김진아

김민영

홍성자

유수경

백은진

김민아

박송철

정원식

이영준

이승준

염정윤

김선희

김태현

문창환

남현우

김민지

QA본부

유영미

변지영

원수영

박순애

정은경

이은영

이지혜

우경희

김수중

최동민

민지현

당동효

김수민

강영주

윤영자

신다미

이현순

박순호

조성재

이진우

전기현

유승운

김아영

NEW YORK

박민지

박충일

김유미

권석용

윤우재

신혜진

임보미

박순희

조향아

이창만

전승욱

유승철

CAROLINA

김애선

박상원

방유리

김정민

김규숙

이선미

안상민

장미

박옥화

진병기

정인덕

정미아

이남호

ROLANDO

Heather Reeves

박정운

서남수

김지현

김기태

이성희

안새리

VIETNAM

박은솔

진영매

정학철

정인혜

이동식

LUIZ

Melody Costas

박주형

성은이

남지연

김남호

이송희

옥우재

VN

박정아

차순혁

조선옥

정태영

이선희

박장석

Paul Passavant

NICARAGUA MYANMAR

박현웅

손용호

노지영

김명운

이은희

원시캄란

DANNY

박정주

채미옥

주영봉

지나래

이성춘

백용호

Priscilla Quinones

박형두

신동주

류은희

김문택

이재원

위영화

HARRY

박출이

최계련

지춘옥

최승준

이진섭

SUSAN

sHANGHAI

배숙진

신태식

문기옥

김민영

이현주

유가인

Roden

박현민

최미란

최다정

최영섭

이춘석

신수철

Ginger Li

백정열

안형진

민지은

김삼덕

이희자

유보람

고성후

박현진

최병일

최미경

최정원

임영린

심영호

Chris Yang

서정민

오다아야

박인선

김석훈

장대경

유태안

고용찬

방홍매

최용호

최민기

최하늘

장옥선

엄희진

Zita Xie

선승연

카

배정빈

김승

장유진

윤서영

곽석철

백남민

최은아

최윤

최화

정상용

염동호

Cindy Wang

신재근

유주현

백영하

김영숙

정순경

윤소영

구윤모

백승은

최은영

최호남

C&T

정성철

윤석재

한세예스24
홀딩스

신호승

윤권식

변문영

김옥

정종화

윤재웅

김강태

서규석

최정길

최희수

김성욱

한혜윤

이병상

대표이사(회장)

안주영

응웬티마

서민영

김익환

정주연

응웬마이

김경화

송성희

최진우

허문호

김종화

홍정현

정지영

김동녕

우재헌

이화

소나연

김제헌

조준희

터

김기욱

신승민

최해연

홍성준

박인호

황기태

정지응

경영지원본부

원동석

이민정

신예진

김종현

최경숙

응웬티빅

김련화

신자향

한동희

홍옥선

배한권

황동원

채양호

김상률

윤종혁

이범석

신하영

김지영

최영주

리엔

김명옥

신호남

한명옥

TG

손기영

KRW

최진철

김진아

이경민

이병현

엄진

김태순

한호천

이덕진

김설화

심숙자

한선혜

JUN

신대식

LIZA

추경숙

민중기

이선화

이상훈

유은주

김태영

홍정순

이민섭

김승창

심아란

한정환

DONNA

신종철

강홍월

FELIPE

박곤식
박보윤

이완석

이영광

유재송

김태현

경영지원본부

이소영

김윤근

안길용

한택근

YAMAMOTO

안명환

공지영

FREDDY

이용헌

이원석

유주현

김향매

강민승

이승화

김은희

안혁수

함종률

권혁중

엄경은

김대길

함영국

박성열

이진표

이정학

윤예정

김현숙

강연진

이영주

김인석

우지민

허강성

김동천

오상봉

김상태

GUATEMALA

신봉우

이철승

이현주

이다빈

김희자

곽혜림

이종길

김재광

유태성

허미화

김명관

조승주

류치곤

GUA

이수림

이희림

이혜지

이민정

나미숙

김경순

이진솔

김종두

윤정서

허민호

김병욱

HANOI

박경연

고유성

이윤정

이희진

정명호

이민지

나현임

김대욱

이진주

김철호

이경옥

홍광표

김성원

배진규

박미숙

김종재

이중기

임미주

정상미

이서영

노선미

김명준

이현

김춘희

이경현

TN

김옥화

손기태

박송림

박스란

전종윤

장현빈

정준욱

이세린

민병선

김서라

정무영

김태화

이광철

LOURDES

김지현

여충길

백나영

박영숙

정성일

정지은

조계황

이승현

민정숙

김세한

정지운

김현준

이규식

JOHN

남상학

INdONEsIA

서성조

박진갑

최도드란

조은비

조혜원

이향미

박수연

김준호

채묵호

김형기

이규열

SAM

류유림

UTM

손미혜

이상원

한승희

조주연

주여울

임예천

박영수

김현성

천경희

나광영

이대범

강석훈

마금화

KELVIN

우철호

이영택

허선주

최민경

차병직

전희수

박용희

남원모

최주리

노엘

이명남

김고은

백성인

김경애

우향근

이해형

황찬경

편도준

최오봉

정재윤

박종근

류재현

최혜영

노원의

이미화

김명록

백종주

김대성

윤청송

조재룡

현혜미

최인애

정혜민

박종원

민덕기

한다래

노한나

이민아

김용희

손복녀

김봉국

이현경

황재필

황윤석

최하나

정희원

박태주

박동해

홍영수

로무러

이샘

김일수

손현욱

김순화

이화

GLOBAL

황주연

하소진

조종인

배은혜

박성철

홍은실

리국화

이선혜

김정호

송태훈

김호철

전련화

서봉기

수출7본부

홍정윤

조혜나

서해동

박소현

일본오더팀

문요한

이철용

김철

송혜영

노성식

정현기

손언호

강나루

황선정

주현준

송윤희

박수현

박선영

박동진

이춘빈

박연희

신순녀

도영빈

천송학

윤석내

곽미주

R&d본부

최수연

송은주

박신영

스즈키미

박련화

이충길

신동준

양회영

민혜림

최종선

윤애옥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_6. ����(��).indd 195

195

13. 12. 16. �� 5:28

03

APPENdiX

매출액 및 수출량

10,000

수출량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단위 : 천 장)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115,620

2005

91,102

2004

70,462

2003

49,576

2002

36,029

2001

29,069

2000

22,303

1999
1998

80,020

1997

68,513

1996

44,376

1995

39,717

1994

36,947

1993

30,995

1992

31,531

1991

21,689

1990

16,591

1989

15,425

1988

13,865

1987

13,155

1986
1985

6,458
5,492

1984
1983

6,166
3,474

1982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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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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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94
197,606
203,179
185,286
165,531

946,684

871,309
740,291

6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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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90

529,350
442,498
329,529
260,647

194,026
158,340
133,165
125,269
9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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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PPENdiX

바이어 변천

19
82
KNiT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Kmart
Gap
Sears
AEo
wal-mart
Target
Abercrombie&fitch
NY&Co
NiKE
Mervyn's
AEro
Pacsun
Pink
oshKosh&Carter's
Tommy Hilﬁger
Kohl's
lane Bryant
Victoria's Secret
Hanes
C.S.i
Gymboree
H&M
Esprit

woVEN

Jones NY/Polo
Gap/old Navy
wal-mart
Target
Kmart
Ann Tylor
AEo
NY&Co
Express
Justice
limited
Kohl's
dKNY
G iii
H&M
Gymboree
Zara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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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 및 법인 현황

해외생산 거점별 매출 및 비중 변화

베트남 Vietnam 인도네시아 Indonesia 중미 Central America 기타 Others
단위 : 백만 달러 (Unit : million 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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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07
계열사 현황

대한민국 인터넷서점 부동의 1위,

베트남 전자상거래 개척자, 		

2억 4천 인니인의 친구, 		

예스24

종합 쇼핑몰 예스24 베트남

예스24 인도네시아

1999년 4월 1일 국내 최초의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하여 시장을 선도해온
예스24는 900만 회원에게 연 4,000
만권의 도서를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
송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자와 독자와의 만남, 다양한 문화체험
이벤트 등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
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4일 서비스를 시작으
로 진출 2년 만에 업계 1위를 기록하
며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스24 베트남은 최고의
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이
는 종합 쇼핑몰로 고속 발전하고 있
습니다.

세계 인구 4위의 인도네시아에서 예스
24의 두 번째 꿈을 이루어 갑니다. 예
스24인도네시아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 해외법인으로 2011년 11월, 자
카르타에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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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예스24홀딩스는 지난 30여 년간의 경영 노하우를 바탕
으로 의류 수출 기업 한세실업과, 인터넷서점 예스24, 인터
넷 쇼핑몰인 예스24 베트남 및 예스24인도네시아, 캐릭터
키즈 어패럴 드림스코, 그리고 인터넷 패션 쇼핑몰 아이스
타일24를 총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전문 캐릭터 키즈 어패럴 기업, Dreamsco

패션, 뷰티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 iSTYLE24

드림스코는 캐주얼 캐릭터 브랜드 컬리수 아동복과 캐릭터
용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주축으로 뉴
코아, 2001아울렛, 세이브존, 롯데마트 일부와 전국의 시
단위 소재지에 20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법인을 중심으로 중국전역에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그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출발한 국내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
는 패션의류, 유아, 뷰티에서 리빙까지 이르는 11개 카테
고리의 약 1,800여 개의 브랜드 상품을 200만 명의 회원
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웹진 스냅을 통한 패션 뷰티에 대한 최신 정보
와 각종 문화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패션문화를 선도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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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002
1972 12

한세통상 주식회사 설립

2000 00

1976 09

한세통상, 성남공장 완공

01

한세실업 증권거래소 상장

1982 11

한세실업 주식회사 설립

2001 03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VN)

1985 04

인천공장 매입

04

AMC Award- 2000 Outstanding Performance 수상

1986 00

첫 해외 현지법인 설립(사이판 경서)

09

Kohl’s 와 Business 시작

1986 11

대졸 공채 최초 채용

1991 00

Levi’s, Gap와 Business 시작

04

사이판 제2 현지법인 인수(사이판 신성)

05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SHRM)-올해의 경영인상’ 수상(김동녕 회장)

1992 07

해외법인 우수 외국인 근로자 한국 관광 시작

09

과테말라 Office 설치

1993 00

장외시장 등록(1996년 KOSDAQ 명칭 변경)

10

WOVEN 공장 신설(VN)

제1회 장기근속자 가족 해외관광 시작(매년 실시)

10

제4회 기업설명회(IR) 개최(사이판-> 베트남)

04

05
1996 03
03
1998 07
07
1999 00

2002 02

단일공장 최초 1억불 수출 달성(사이판)

Li&Fung-Valued Business Partner of the year 2002 상 수상
Target 2001 Vendor Award of Excellence 수상

사이판 제3 현지법인 추가 설립(사이판 암팩)
제1회 신입사원 해외연수 시작
AEO와 Business 시작
니카라과 현지법인 인수(ESPARANZA S.A)
Wal-Mart와 Business 시작

01

Abecrombie&Fitch Business 시작

05

Target과 Busienss 시작

08

기업 설명회(IR) 개최 시작(제1회-사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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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6
2006
2003 00

OshKosh와 Business 시작

2005 02

베트남 제2 현지법인 설립(TN)

00

Jones New York, Gap, Old navy 와 Business 시작(우븐)

05

Aeropostale과 Business 시작

01

Target 2002 Vendor Award of Excellence 상 수상

06

베트남 심장병 환아 의료비 지원

02

한국의류산업협회 ‘다액 수출상’ 수상

08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KBN)

02

베트남 VN법인 제1회 공장 야유회 실시

09

과테말라 현지법인 설립(Hansae Guatemala)

2006 10

05

예스24 인수

09

베트남 VN 법인, 구찌지역 고등학교 장학금 전달

11

인도네시아 제2 현지법인 설립(까라왕)

10

베트남 VN 법인 제1회 체육대회 실시

11

아이스타일24 오픈

2004 00
03

한세니카라과, 니카라과 수출상 수상

과테말라 Vertical 원단 생산 시작
베트남 구찌 인민위원회 주최 채용 박람회 실시

05

한국경제 ‘비전경영 CEO 대상’ 수상(김동녕 회장)

09

제1차 협력업체 간담회 실시 시작

10

제4회 한세&예스24 합동 기업설명회 개최 시작(베트남)

11

중국 현지법인 설립(청도한세)

HANSAE fashion worldwide 30 years

��_6. ����(��).indd 207

207

13. 12. 16. �� 5:29

APPENdiX

08
연표

20072009
2007 00

Wal-Mart ‘Supplier of The Year 2007’ 수상

2008 03

베트남 VN 법인, 한국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04

Target Partner Award of Excellence 수상(2011년까지 매년 수상)

04

매경 이코노미 ‘2008 한국의 100대 CEO’ 선정(김동녕 회장)

05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캄보한세)

05

Wal-Mart GP SOY(Supplier Of the Year) 수상

06

한국일보 ‘대한민국 신뢰받는 CEO’ 수상(김동녕 회장)

05

미국 뉴욕 Office 설치

08

Pink Business 시작

06

청도 한세, 쓰촨성 지진 구호물품 및 기금 전달

12

베트남 VN 법인 매출 1억 불 달성

07

한국일보 ‘대한민국 글로벌 CEO’ 수상(김동녕 회장)

12

수출 1본부 1억 불 영업실적 달성

08

Tommy와 Business 시작

09

파워 중견기업으로 선정

12

한국 CEO 연구포럼 ‘대한민국 CEO 그랑프리’ 수상(김동녕 회장)

2009 01

회사분할 설립- 지주회사 ‘한세예스24 홀딩스 ㈜’/ 사업회사 ‘한세실업 ㈜’

02

중앙일보 ‘대한민국 창조경영인 수상’ 가치경영부문 수상(김동녕 회장)

07

중국 청도 철수

10

DKNY Jeans와 Business 시작

10

Victoria’s Secret과 Business 시작

10

제10회 홀딩스&한세&예스24 합동 기업설명회 개최(베트남)

11

베트남 하노이 Office 설치

12

제1회 해외법인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 개최 시작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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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
2012
2010 01

홍콩 Charming shop과 Business 시작

2011 03

2010 Carter’s Factory OQL 5 Banner Award 수상

01

아이티 지진 성금 기부

03

중앙 Sunday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수상(이용백 부회장)

04

제8회 미주지역 연수(LA-> New York)

04

H&M와 Business 시작

07

제1기 대학생 해외봉사단 출범(베트남)

04

주간조선 ‘상생을 위한 사회책임경영자’ 선정 (김동녕 회장)

08

포브스 ‘2010 Global CEO of Korea’ 선정(김동녕 회장)

06

Kohl’s Vendor Fair Excellent Vendor Trophy 수상(Junior DIV)

09

과테말라 제 2 현지법인 설립(Hansae Global)

06

수출입은행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대상기업 선정

10

내수브랜드 NYbH 런칭

07

매경그룹 ‘2011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지경부장관상 수상(이용백 부회장)

11

Kohl’s Trophy 수상(KIDS DIV)

08

드림스코 인수

11

포춘코리아 ‘대한민국 500대 기업’ 선정

08

포브스 ‘Global CEO of Korea’ 선정(2년 연속)(김동녕 회장)

11

베트남 제3 현지법인 설립(TG)

09

중앙일보 ‘2011 대한민국 글로벌 CEO’ 수상(이용백 부회장)

12

포춘코리아 ‘2011 한국 경제를 이끄는 인물’ 수상(김동녕)

11

Kohl’s Vendor Fair Best Vendor Award(Children’s Wear) Trophy 수상

12

Fortune ‘2011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선정(김동녕 회장)

2012 02

JCP와 Business 시작(Woven)

04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정도 경영 수상(김동녕 회장)

05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행사-의류 기부

07

포브스 ‘2012 대한민국 글로벌 CEO’ 수상(이용백 부회장)

10

중국 상해 Offic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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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후기

한세실업 30주년을 계기로
더욱 역동적인 한세실업의 미래가 열리기를

지난 수개월 간 진행된 사사편찬 업무는 30년이라는

입니다. 한편 앞으로 세계 최고의 ‘Global 한세’를 만

회사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들어 갈 후배 한세인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지표가

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한세실업의 뿌리의식과 창

한세실업 3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섬유 산업 발달

업정신을 다시금 일깨우고 공유할 수 있는 참으로 소

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갈 한

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실업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 섬유 산업의 미래일 것

사사편찬팀은 ‘한세실업 30년사‘라는 타임머신을 타

이기에 ‘한세실업 30년사’의 발간은 더욱 큰 의미가

고 한세실업의 탄생부터 성장기 그리고 현재의 모습

있다고 하겠습니다.

까지 구석구석 살펴 볼 수 있는 의미있고 즐거운 체

‘한세실업 30년사’가 나오기까지 자료를 찾기 위해

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지나온 한세

열심히 뛰어준 모든 해외법인 임직원, 인천의 창고를

실업의 역사를 반추하며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일

열심히 뒤지며 귀한 자료를 찾아준 한세YES24홀

은 한세실업이 미래로 성큼 나아가 세계 일류기업으

딩스 식구들과 한세실업 총무팀, 자료의 빈약함에도

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과업이라는 것을

열심히 집필해 주신 집필작가 장윤정님과 촬영해 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 사진작가 고정필님, 그리고 유니크 플러스 직원들

국내에서만 제작하던 의류 제품을 문화와 언어가 다

에게 감사드리며 화보 촬영, 인터뷰 자료 제공 등으

른 낯선 이국땅에서 생산해야만 하는 초창기 해외

로 전폭적인 협조와 자문을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출의 어려움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임직원들은

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세실업만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형성하며 역경을

한세실업 임직원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온 ‘한

극복하였고 오늘날의 한세실업을 이루어 내는 데 탄

세실업 30년사’를 여러분들께 정중히 바칩니다.

탄한 기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들 선배 한세인들

‘한세실업 30년사’ 사사편찬 TFT 일동

에게 ‘한세실업 30년사’는 소중한 추억거리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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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실업 30년사를 만든 사람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김동녕 회장

박성열

이용백 부회장

송윤상 차장

박정운 전무

안태영 차장

양승렬 전무

이주한 차장

송윤상 차장

수출1본부

김애선 상무

김상률 차장

김강태 차장

수출2본부

박영수 이사

김기석 과장

박영수 이사

수출3본부

차석만 이사

남덕진 과장

전승봉 차장

수출3본부

신태식 부장

노원의 과장

차장

편찬위원장

이용백 부회장

편찬위원

윤권식 부사장

최미경 부장
곽태훈 차장

전직 임직원

김강태 차장

한현석 서울IR컨설팅 대표이사
장춘복 리무역㈜ 사장

홍영수 대리

수출3본부

차석만 이사

수출5본부

곽은경 차장

수출5본부

신태식 부장

수출6본부

김익환 이사

QA본부

김서라 과장

재정부

한세베트남 김철호 법인장
한세베트남 홍광표 공장장
한세베트남 양회영 공장장

도움을 주신 분들
한세베트남 중국인 관리자(김경화, 김병욱, 박보금, 박송림,
박연희, 이복녀, 이화, 지춘옥)

기획제작

유니크플러스

한세베트남 필리핀 관리자(OCAMPO DAVID NOEL, LORETO

기획진행

안철환, 이상진

SOLIJON ROMULO, DE MESA REYES CIRIACO JR)

집필

장윤정

한세베트남 베트남 관리자(TRAÀN ANH GIAO,

촬영

고정필

NGUYEÃN NGOÏC SANH)

아트디렉터 김성욱
디자인

한아름, 김영준, 이예진

일러스트

이미경

인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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