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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기업으로서의 경방

제1절 경방 90년의 의미(意味)
1. 업(業)의 개념

섬유산업은 실을 만드는 방적업과 화섬업, 천을 짜는 직물업, 염색, 가공업, 그리고 의류∙봉
제업으로 구성된 종합시스템 산업으로, 소재에 따라 크게 천연섬유와 화학섬유로 분류된다.
섬유산업은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1971년에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약 40% 이상을 점유했으며, 1987년에는 단일산업으로는 가장 큰 100억달러 수출을 기록
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 약 4.1%(2007년 기준)를 점유하며 국가경제를 밑받침하고 있
는 섬유산업은, 섬유관련 기업이 약 19,000여개가 운영(취업인구 10명 중 1.3명이 섬유산업에 종사) 되
고 있을 정도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산업이며, 수출량 면에서도 중국∙EU∙터키∙인도∙미

18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직접 손으로
짠 옷을 입었지만 현재는
기술발달에 힘입어 방적산업이
자동화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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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이어 세계 6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 산업이다.
경방은 이런 섬유산업 분야 중 식물성 원료인 원면을 이용해 천연섬유를 생산∙가공하는 방적
회사로서, 1919년 창업 이후 현재까지 기술이나 생산량 면에 있어 한국의 섬유산업 발전을 리드

제2부

하고 견인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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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곧게 이어온 경방 90년

2009년 10월을 기해 주식회사 경방은 창립 90주년을 맞는다. 한국경제의 여명기, 그리고 일
제강점기인 1919년. 순수 민족자본을 모아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로 설립된 경방이 설립된
지 근 백년을 맞은 것이다. 경방의 기업 역사는 오늘날 한국경제의 뿌리의 역사로서, 한국의 산
업과 경제가 어떻해 발전해왔고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며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경제∙경영분야의 저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기업이‘경방’
이
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경방 90년의 역사가 한국경제발전에 어느만큼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90년! 그 세월은 어떠한가? 우리의 어머니와 어머니가 헐벗고 굶주린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징용(徵用)에서, 전선(戰線)에서, 그리고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산업화를이루기위해공장에서자신의뼈와피를끓이며살아온시간들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경방은 민족기업에서 국민기업으로 성장하며 우리 곁에 있었다. 일제강점
기, 한국의 기업들이 채 미지(未知)의 시간 속에 머물며 창업이라는 꿈을 그리고 있을 때, 경방의
방적기계는 일인(日人)기업에 맞서 철커덕철커덕 민족혼을 깨우며 가동되었다. 그리고 1945년 광
복(光�) 이후에는 산업불모지(産業不毛地)인 이 땅에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경제 희망이 되어, 화
염(火焰)이 몰아치는 전장(戰場)속에서도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선진기술을 배양하고, 고
용을 창출하며 산업 근대화의 초병(哨兵)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주지하다시피 섬유산업은 개항
우리나라 최초로
육지면을 재배한 목포
고하도에 세워진
조선육지면 재배기념비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산업으로, 산업화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총 수출비중의 40% 이상을 차치할 만큼 국가의 주력산업이며 국민의 희망산업이기도
했다. 국민의 희망! 그것은 국가의 희망이며, 기업의 희망이기도 했다.
경방 90년의 역사는 이러한 희망을 현실화하는 꿈과 희망의 전도(前導) 역사였다. 이 땅의 산업
이 발흥(發興)하는 1960년대에는 시설현대화와 기술개발을 통해 섬유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민의 희망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산업화의 빛과 그늘이 함께 다가오던 1970
년대에는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여는 첨병(尖兵)으로서 수출 한국을 여는 기수 역할을 다해왔다.
그리고 그 후 30년, 경방은 1980년대까지 용인∙반월∙광주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해 시설 현
대화에 앞장서는 한편 1990년대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해 한국의 섬유산업을 세계화하
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IMF 여파로 국내 산업구조 및 경영환경이 새롭게 개편된 2000년대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전략 아래 기존의 방적사업과 더불어 타임스퀘어라는 새로운 사업군을
발굴, 또 다른 백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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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방 90년을 이끌어 온 주요 인물
일제 강점 초기부터 현재까지 90년을 이어온 경방의 역사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경
방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들 모두는 경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기꺼이
바쳐왔던 사람들로 작게는 한 기업의 성장을, 크게는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
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노력과 열정을 통해 경방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수출 경방으로
이어지는 1960~70년대를 지나 1980~90년대 사업다각화 모색에 이어 2009년 9월에는 국내 최
대의 신개념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의 그랜드 오픈에 이르게 된다.
현재는 지난 과거의 결실이자, 미래를 향한 과정이다. 오늘날 경방의 사업규모는 창업 당시나
수출 한국을 이끌던 1960~70년대보다 대외적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부침이
심했던 국내 경제 상황에서 전통적 제조산업인 섬유업을 지켜오며 9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
유는 바로 경방의 기업정신을 이끌어왔던 주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민족주의자였던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
경방의 창업자이자 근대 우리 민족의 선각자였던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는 1891년 전라도 고
창에서 당시 호남의 거부였던 김경중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6세 때부터 한학을 공부하다 1908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1914년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했으며, 귀국 후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해 민족교육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또한 1917년에는 민족주의 정신에 입각해 경성직뉴주식
회사를 인수, 경영하다 1919년 10월 우리 민족 최초의 근대 기업인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했
다. 이후 1920년 4월에는 동아일보를 창간해 언론을 통해 민족 계몽운동에 나섰으며 1932년에는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 해방 후인 1946년 8월에는 이를 토대로 고려대학교를 발족시킴으로써
민족사학의 터전을 다졌다.
그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경제자립의 토대가 되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통령 시절의 인촌 김성수

◀◀보성전문학교
신축공사장을 둘러보는 인촌
◀인촌 앞으로 보내온
간디의 서신(1927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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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본 유학시절로, 귀국 후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앙학교와 함께 경성직뉴를 인수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국내에서 사용되던 옷감 대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었는데, 김성수는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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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하고 우리 옷감은 우리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하에 1919년 마침내 우리 민족 근대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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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경성방직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경성방직의 설립은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과 경제산업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주 형식의 주식회사라는 점이다. 설립 당시 1주에 50원씩 발매한
주식은 발기인이 3천 7백 90주, 일반 공모주가 1만 6천 2백 10주로서,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한
민족기업을 설립하고자 했던 김성수의 창업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국민주 공모방식이 단순히 자금 확보에만 있었
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점이다. 1919년 3.1운동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다시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던 무렵, 김성수는 전국
을 돌며 당시 유지 계급인 자작농들을 만나 경성방직의 설립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고,
그의 설득에 따라 50원 짜리 주식 1주를 구입한 벽촌의 촌로(村老)는‘경성방직의 제품
은 곧 나의 것이다’
라는 짙은 주인의식과 함께 독립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경성방직 설립 이후, 그는 경영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대표주주 겸 후원자로서 삼
품사건 등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김성수의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경성방직은 1923년 3월 영등포공장에서 첫 제품을 생산하였
으며, 이후 생산기술 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 중 김성수가 아이디어를 내 초기에 생산된‘태극성’
표라는 상표는 태극기의 태극문양을 세

'태극성'은 경성방직의
대표적인 상표로‘태극’
이란
특수성 때문에 해방 이전까지
많은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현재 태극성 상표는 상표등록이
되어있어 현존하는 상표이다.

로로 세워놓고 그 주위에 여덟 개의 별을 배치한 것으로, 해방이 될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한국섬유공학회의 휘장 또한 바로 이 태극을 세로로 세워놓은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에 김성수가 설립한 경성방직은 당시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독립운동과 궤를 같이하는 것
이었으며, 김성수의 이러한 창업정신은 오늘날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경방만의 기업정신의 뿌
리를 내리기도 했다

한국 근대기업의 선구자 수당(秀堂) 김연수(1896~1979)
경방의 제2대 사장으로서 1922년부터 1945년까지 경방의 기업성장을 이끌어왔던 수당(秀堂)
김연수는 한국근대기업의 선구자였다. 1896년 인촌 김성수의 친동생으로 태어난 그는 1921년 교
토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최초의 조선인으로서 일찍부터 산업보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었다. 때문에 귀국 후에는 만주지역의 산업시찰을 견학하면서 한동안 국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가 1922년에 형 김성수의 권유에 따라 경성직뉴의 전무와 경성방직의 상무 겸
지배인으로 취임하면서 기업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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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의 상무 취임 당시 경성방직은 아직 생산공장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김연수는 우선 경영악화에 있는 경성직뉴의 활로개
척을 위해 주력하게 되는데, 당시로서는 신소재였던 고무를 이용한
신발 생산을 계획하고 1922년 7월 경성직뉴 고무공장을 신설해 성공
을 거둔 것이 그가 추진한 사업의 첫 결실이었다.
이후 1923년 영등포공장이 준공되고 첫제품이 출시되면서 경성방
직의 전무 취체역을 맡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아왔던 그는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줄일 때 오히려 대
규모의 방적공장 설립을 결정하는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인다. 당시
그의 생각은 농업 비중이 절대적이던 국내 산업 여건상 2차산업의
피해는 일본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경성방직이 향후
좋은 원사를 적기에 공급받아 경쟁력을 높이려면 방적공장 준공이
필수라는 점을 예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같은 판단은 적중해
1930년대 이후 세계 경기가 곧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경성방직은 방적공장 준공과 함께 사세가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으며, 일본인 자본이 국내 시장의 94%를 차지하던 1935년에는 당시 자본

◀교토제대를 졸업하고
만주시찰을 할 무렵의
수당 김연수
(1921년 무렵)

금이 10만 원 이상인 민족기업은 경성방직 하나뿐이었다. 1935년 3월 창업 이후 초대 사장자리
를 16년간이나 지켜오던 박영효가 사임함에 따라 제2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그는 만주시장의
본격적인 개척과 함께 1939년에는 경성방직의 첫 해외 현지 생산공장인 남만방적공장 설립을 추

▲제8회 상공인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수당
(1971. 10. 19)

진하면서 경성방직의 제1 황금시대를 열어놓기도 한다. 평생을‘민족자본 육성과 산업보국’
을
기업경영의 최대 목표로 삼았던 그는 사장 퇴임 이후에도 그가 최대 주주로 있던 삼양사를 발전
시켜 1960년대는 국내 5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장학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내 최초
의 장학재단인 양영회을 설립하기도 했다.
197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
동은 김용완

참된‘기업가 정신’
을 가르친 동은(東隱) 김용완(1904~1996)
1946년 6월 경성방직의 제4대 사장으로 취임해 평생을 재계를
위해 헌신한 동은(東隱) 김용완은 1904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중
앙학교를 거쳐 일본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廣島高等師範學校) 수리
과를 졸업하였다. 청년시절 김용완의 꿈은 고향인 연산에 학교를
세워 가난한 농촌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히로시
마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던 1929년 처남인 수당 김연
수의 권고로 기업인의 길을 걷게 된다. 당시 수당은 동은에게“농
촌의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것도 좋은 일이나 기업을 운영하여 굶
주리는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고 잘 살게 하는 것도 결국
애국하는 길”
이라면서 실업계에 투신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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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권유에 따라 1929년 삼수사(三水社, 현
‘삼양사’
의 전신)에서 잠시 근무하다 중앙상공(中央

제1부
◉

商工)주식회사 지배인 대리로 입사한 동은은 당시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고무신 제조업체인 중앙

역사편

상공이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자, 생산제품에 대한‘품질보증판매제’
를 도입하고, 회사의 주력
제2부

상품인 고무신을 신고 전국은 물론 만주까지 드나들며 직접 주문을 받아오는 데 앞장선다. 이런

◉

그의 노력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중앙상공은 회생하게 되었고, 1938년 9월에는 김연수의 뜻에

현황편

따라 또다시 경성방직 지배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후 1946년 6월 경성방직 제4대 사장에 취임한 동은은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6∙25 사변)으
로 잿더미가 된 경성방직을 재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으며, 1960년대에는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앞장서면서 정부나 은행의 보증없이 신용 하나로 외국기업(伊藤忠商社)으로부터 140만 달러
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영능력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이 차관도입은 경성방직이라는 상호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내기업 역사상 단
한 번뿐인 전무후무한 일이었으며,
중앙상공 시절

1960년대 경성방직의 기업 신용이 어

전국 고무신도매상인들과
함께 안암동 개운사에서

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좌로부터 세 번째가 동은)

이같은 동은의 노력에 힘입어 경성
방직은 1970대에 상호를
‘주식회사 경
방’
으로 바꾸고 용인공장 준공과 함께
수출에 앞장서 재계 랭킹 상위권까지
진입하기도 했으며, 1972년에는 전경
련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기업들을
전경련 역대 회장들과

수렁에서 건져 올리는 8∙3 사채동결

담소를 나누는 동은
(정면 우측)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기업경쟁시대에서도 평생을 인도주
의를 우선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동은은 경방 재직시 경방을
가리켜‘사회적 공기(公器)’
라고 말했는
데, 이는 기업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뜻
과 인촌의 기업정신, 그리고 일제 하에
서 민족기업으로서의 긍지를 살려온
전통기업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대기업을 운영하면서도 평생 동안
사치를 모른채 수수하고 소탈했던 김용완은 1975년에 경방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경영일선
에서 물러나면서도 소유했던 경방의 주식마저 한 주 안 남기고 깨끗이 경방 임직원들의 후생사
업을 위한 자금으로 희사했으며, 1996년 1월 향년 93세로 타계할 때까지 문화∙장학사업에 전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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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1장

역사편

창업
1910~1923

제1절 창업전사(創業前史)

리 민족은 삼베 위주의 의생활에서 벗어나 무
명옷을 입게 되었다. 물론 목화의 전래 이전에

1. 창업 이전 국내 면방직산업의 역사
목화(木花)가 인류에 의해 이용되기 시작한

도 모시나 명주 등의 섬유가 있었지만, 이는
양반 등 귀족들이나 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역사는 B.C. 3,000년 이전이다. 목화는 이집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목화재배와 방직기

트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인도와 중국을 거

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무명, 즉 면포가 기존의

치면서 인류의 의생활에 깊숙히 자리잡았다.

삼베 역할을 대신하였다. 이는 화폐가치도 갖

그러나 그 효용가치 때문에 엄격한 규제와 통

고 있어서 민간이나 지방에서는 면포(綿布)가

제 속에서 재배돼 우리나라에는 뒤늦게 들어

쌀과 함께 물품화폐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태

왔다. 1363년 당시 고려의 사신으로 원나라에

종 때부터는 무명베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임

갔던 문익점(文益漸)이 목화씨를 몰래 들여와

진왜란 직후에는 목화 재배방법 및 방직기술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목

이 일본에 전파되기도 했다. � 36

화가 전래되었다. 목화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

이 당시만 해도 우리의 면직산업은 외국에

◀면화를 수확하는 모습
▲삼베, 무명, 명주와 같은 옷감을 짜는
재래식 가정용 직기인
베틀을 사용하는 모습

72

제1부
◉
역사편

제2부

비해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산업혁

본공업 근대화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

명이 진행되던 구한말까지도 가내수공업 형태

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쇄국정

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점차 시대에 뒤떨어지

책(鎖國政策)으로 선진문물과의 접촉이 차단되

게 되었다. 면화 재배는 자급자족 수준이었으

어 있었기 때문에 서구처럼‘혁명’
이라고 지

며, 무명베의 생산도 부업 정도의 수준이다 보

칭할 만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
현황편

니, 상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유통에 뛰어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서구식의 직조기계를 도입하
기 시작한 것은 1889년으로 정부기관인 직조

이 무렵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의 기운이 싹

국(織造局)에서 모범 직조공장을 설립하면서부

트기 시작하면서 면방직공업의 부흥이 시작되

터였다. 방직생산에 있어 전근대적인 수공업

었다. 17세기 초 영국의 랭카셔 지방에 도입된

방식을 공장제수공업 형태로 전환하고 청나라
로부터 기술자를 초빙해 국내 기술자를 양성
할 목적으로 설립된 직조국은, 그러나 자본과
기술은 물론 근대적 기업운영의 무경험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이후 청일전쟁에
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국내 산간오지나 도서
벽지까지 일본상품이 휩쓸게 되자 민족주의에
의한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이 싹트게 되
고, 이에 영향을 받은 객주∙여각∙보부상 등
당시의 상업자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우리나라는
개항과 함께 서구식
직조기계를
도입하면서
직조공장의 설립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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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면공업은 18세기에 이르러 방적기와 방직기

에 의해 수입 면사를 원료로 하는 직조공장

개발에 따라 영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

설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잡았으며, 산업혁명의 여파가 유럽은 물론

당시 실제적 가동에 들어간 대표적인 직조

18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지구 반대편인

공장으로는 1899년 종로의 면직물 상인들이

일본까지 전파되면서 면방직산업은 세계적인

힘을 모아 세운 종로직조사(鐘路織造社)로, 개업

산업으로 자리잡게 된다. � 37

초부터 매일 70척(尺) 가량의 면직물을 생산하

일본의 경우, 1870년대에 정부의 주도에 의

였다. 구한말의 직조공장 가운데 주목해야 할

한 2,000추 규모의 공장들이 설립된 데 이어,

부분은 대대로 면직업에 종사했던 군소 수공

1880년대 후반에는 민간 주도로 1만추 규모의

업자들의 활동이다. 이들은 서구의 공장제품

대단위 공장들이 설립됨으로써 면방직공업이

이 대량 유입되자, 이에 발맞추어 개량식 면직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1897년부터 일본은 자

기를 도입하여 비록 영세기업이지만 근대 면

국의 면사 수요를 충족시켰고, 청일전쟁의 승

직업으로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 가운데

리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 수출까

장사동의 김덕창(金德昌) 공장은 전래의 면직공

지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적과 직포가 통합

장이었으나, 1902년 개량기계를 도입하여 근

된 대기업이 출현했으며, 이러한 면방직공업

대식 공장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1만원(圓)이

의 눈부신 성장은 타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일

라는 당시 자본금에서 알 수 있듯이 영세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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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14년이 지난

공업의 형태로 산재해 있던 18명의 직뉴업자

1916년까지도 직공 49명의 소규모였으나,

들이 모여 현재의 쌍림동에 공장을 마련하고

1921년이 되서야 자본금 50만원의 동양염직

동력을 이용하여 직조를 하였으며, 주요 생산

주식회사(東洋染織株式會社)로 발전할 수 있었

품목은 댕기∙분합∙허리띠∙주머니끈∙염

다. 김덕창 공장이 세워질 무렵 경성 시내에는

낭끈∙대님 등이었다.

양대호(�大鎬)의 염직공장∙노홍석(�洪錫)의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는 소규모의 합자

직포공장∙최규익(崔奎翼)의 면직공장 등 직공

회사(合資會社)에 가까운 것이었으나, 당시로서

수가 10�30명 정도의 영세규모 공장들이 30

는 전통적인 수공업자들이 모여 근대적인 회

여 개소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광희동에 밀

사 조직체를 설립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해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설립 당시의 규모는 3대의 족답식(足踏式)

2. 방직공장의 효시, 경성직뉴

직기와 1대의 수직기(手織機) 정도였는데, 이는

경성방직(京城紡織)의 모체가 되는 경성직뉴

댕기나 주머니끈을 만드는 원단을 직조하기

주식회사(京城織紐株式會社)가 설립된 것은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성직뉴는 설립 직후

1910년 2월로, 설립 당시의 민족자본 계열의

부터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에 비상한 관심을

직조공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공칭자본금

기울여 1911년 말에는 직기대수를 74대로 늘

10만원, 납입자본금 2만5천원). � 43

렸고, 5마력과 3마력 짜리 원동기도 설치하였

수구문(水口門. 현 동대문운동장) 일대에 가내

다. 직공 수에 있어서도 남자 80명에 여자 10

1910
경성방직의 모체 경성직뉴(京城織紐)
경성방직의 모체가 되는 경성직뉴는 1910년 2월, 경성에서 이정규, 김성영 등 18명의 직뉴업자들이 모여 수구문(지금의 광
희문)부근에 설립한 공장으로, 조선인이 세운 직조공장으로서는 첫 주식회사였다.

1917년 인촌 김성수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인수 동기에는 이강현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김성수 자신도 방
직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족의 역량을 키우려면 경제자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일본 유학시절부터
이미 서구의 산업혁명이 방직산업을 선도산업으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경성직뉴가 방직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족기업인 경성방직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산실이자 모체
가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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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명, 전체 90여명으로 당시에 민족자본으로 세

었던 때라 경성직뉴의 인수를 적극 추진하면

워진 직조공장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서 산업분야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설비의 동력화를 통한 대량생

1917년 12월 경성직뉴를 인수한 김성수는

산체제의 구축까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판매였

공장지배인에 이강현을 임명하고 이듬해인

다. 새 문명이 들이닥치면서 주력 생산제품인

1918년 기존의 목조건물을 헐고 벽돌건물로

댕기∙허리띠∙염낭∙염낭끈 등이 점차 사양

공장을 개조한 뒤, 도요다직기(豊田織機)에서

길로 접어들어 그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

소폭 역직기 40대를 들여와 설치하게 된다. 이

는 점을 예상치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처음 생

당시만 해도 국내 기술이나 경험은 일천하여

각과는 달리 대량생산을 통한 대량판매의 꿈은

우리의 힘으로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움직인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직뉴업의 생명을 단

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인들

축시키고공장의앞날마저불투명하게되었다.

은 자신들의 도움 없이는 조선인 스스로 근대

◉
현황편

적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가동하는 일은 불가

3. 옷감 짜는 공장으로

경성직뉴는 1918년,
일본 도요다 직기로부터
소폭 역직기 40대를
도입 설치한 후‘직녀성’
이란
제품을 생산하고 선전을

능한 일이라며 얕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김

경성직뉴가 비록 설비를 동력화하여 생산

성수는 이에 개의치 않고 최신식 역직기로 시

체제를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밀려드는 일제

설을 바꿔 와사직(瓦斯織), 와사단(瓦斯緞)이라

의 면제품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일본은 1895

고 하는 혼합담(混合湛)직물을 비롯하여 추동

년 이후 조선에 진출하여 방직공장을 세우고

복용으로 쓰이는 한양목(漢陽木)과 모시대용품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를 해 왔는데, 그 당시 이

인 한양사(漢陽紗) 등을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미 광목을 생산하여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

그리고 이들 제품은
‘직녀성(織女星)’
이라는 상

하던 때라 경성직뉴의 경영은 점점 어려워졌

표로 세상에 나왔다. 이는 전력을 사용하는 기

다. 활로를 모색하던 경성직뉴는 새로운 경영

계설비로서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 낸 최초의

자를 찾게 되었고, 그 일을 김성수(金性洙)가 맡

면포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신의 성과에도 불

게 되었다.

구하고 경성직뉴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이 무렵 김성수는 일본유학을 마치고 경영

않았다. � 45

계속했다.
(동아일보 1921년
3월 29일자 광고)

난에 처해있던 중앙학교(中央學校)를 인수해 교
육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 그에
게 경성직뉴의 인수를 적극 권유한 사람은 이
강현(�康賢)이었다. 이강현은 동경의 공업학

제2절 경성방직의 탄생

교에서 방직을 공부한 후 당시 중앙학교에서
물리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경성직뉴의

짧은 기간이지만 경성직뉴를 통해 방직공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그는 김성수

장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은 김성수

에게‘새로운 사업’
으로서 경성직뉴를 인수∙

는 1919년 8월 중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경영해 볼 것을 권유하게 되고, 김성수 역시

위해 조선총독부 식산국(殖産局)에 주식회사

민족의 실력배양은 교육과 함께 경제력 향상

설립 인가원을 제출하게 된다.

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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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새롭게 설립하는 회사의 이
름은‘경성방직주식회사(京城紡織株式會社)’
로
주 영업목적은 제직 및 방적의 생산과 판매였
다. 또한 회사의 성격은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공장
을 짓고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밀려드는 수입
품을 대체하고, 국내 공업 발달을 촉진시켜 민
족경제의 독립을 촉진하자는 것이었다.

1919

당시 신설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0만원(圓)
으로, 김성수는 이 자본금을 그를 비롯한 몇몇
부호들의 투자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조선 백
성를 중심으로 1인 1주를 갖는 범국민적 기업
을 만들고자 했다. 김성수의 이 같은 생각은
오늘날 기업공개(企業公開)에 해당되는 것으
로, 국내 기업의 기업공개가 주로 1970년대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1980년대 이후에야 강조되기 시작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대를 앞선 선구자적인 행동으
로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경영사적인 면에서 볼 때 무
엇보다 중요했던 점은 새로 신설하는 회사의
성격이 국내 기업사상 최초로 주주를 모집하
여 자금을 조달하는 명실상부한 주식회사라
는 점이었다. 당시의 우리 민족자본이라고 해
야 고작 토지자본이 전부이다시피 한 상황에
서 주식회사 형태의 산업자본의 출현은 그야
말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 49
그리고 총독부의 까다로운 조건을 극복해
내며 마침내 설립인가를 받아낸 그는‘1인 1
주’
의 주금모집(株�募集)이라는 꿈을 실현시

경성방직의 설립
경성직뉴의 소폭 구직기로 밀려드는 일제 광목과 경쟁하기에는 역
부족임을 절감한 김성수는 방직공장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
닫고, 1919년 8월 주식회사 설립인가원을 조선총독부 식산국에 제
출했다.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면모는 창립취지서에 잘 나
타나 있다. 원문의 일본어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에 의하면 조선에 있어서 면포의 소비액은 연간 4,200만원(圓)
이며 그 중 2,700만원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면포를
자급하는 것은 조선의 경제독립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
이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우리는 경성방직주식회사(京城紡織株
式會社)를 창설하여 우선 면직물(綿織物)의 제조생산을 주업으로 하

고, 장래 적당한 시기가 오면 방적(紡績)업무도 겸영(兼營)하고자 한
다. 그리하여 조선공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동시에 더욱 증산을 도
모하고, 자급은 물론 남는 생산량은 만주지방(滿洲地方)에도 수출할

키기 위해 직접 전국을 돌며 각 지방 유지들을

것을 기할 것이며, 더불어 다수의 조선인에게 직업을 주고 공업적

만나기 시작한다. 당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훈련을 하는 동시에 주주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사 창립의

은 2만주로 1주당 발행가격은 50원이었으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이처럼 창립취지서에는 설립자 인촌 김성수가 갖고 있던 민족경제

1주당 1회 불입금은 12원 50전(錢)이었다. 그

의 독립을 위한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러나 이 금액은 그 당시 화폐가치로 쌀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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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마니 값을 넘는 돈이었기에 주금모집은 처음

식이 거행되었던 곳으로, 경제자립의 의지로

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이때만 해도 주식회사

탄생하는 경성방직의 창립을 선언하는 장소로

라는 인식이 전무한 상황이었기에 주권(株券)

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었다.

이라는 한 장의 인쇄물이 그 돈을 대신해 준다

이 자리에서 초대 사장으로 박영효(朴泳孝),

◉

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현황편

전무에 박용희(朴容喜)가 선임되었으며, 다음

그러나 김성수는 주식에 대한 일반인의 이

날 오후 1시에 열린 제2회 중역회에서는 이강

런 생각들을 계몽해 나가는 한편 경성방직이

현(�康賢) 취체역이 지배인 업무를 겸직하고

일본으로부터 경제독립을 위한
‘민족의 회사’
,

서무에 중앙학교 체육교사 출신의 김성집(金聲

‘조선인의 회사’
로 성장할 것이라는 비전을

集)이, 회계는 이희승(�熙昇)이 담당함으로서

제시하면서 마침내 총 발행주식 2만주 모두를

민족기업으로서의 경성방직이 첫 출범의 기적

188명에게 발행하는 성과를 이루어낸다. 주식

을 울리게 된다. � 52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고리대금업
박용희

이나 토지투자 등으로 단기적인 이윤을 올리
고 있던 지방 유지들로, 성공여부가 불투명했
던 경성방직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아마 김

제3절 생산기반 구축과
제품 생산

성수의 애국적인 열정에 감동한 나머지 독립
운동자금을 희사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샀던

1. 영등포에 터를 잡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제1차 주금모집이

창립총회 다음날인 1919년 10월 6일 탑골공

완료되어 1919년 10월 5일에 태화관(太華館)에

원의 청목출장소(靑木出張所)에서 경성방직의

서 창립총회와 중역회(이사회)가 열리게 된다.

제2회 중역회가 열렸다. 이때 통과된「기업개

이곳은 불과 7개월 전인 3월 1일에 독립선언

안(起業槪案)」
에는 본사∙공장 등의 개요에서

이강현

1919년 10월 5일 창립총회와 중역회가 열린 태화관과 초대 임원진.
이곳은 독립선언식이 거행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선우전
이일우

김성수

윤상은

장춘재

박영효

조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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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기계 구입, 기술자 양성에 관한 내용까지
경성방직의 규모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기업개안에 나타난 총 예산 규모는 25만원
(圓)이었는데, 주로 본사와 공장의 부지 확보

및 건축비에 배정되었다. 본사 부지로 남대문
통 5정목에 125평을 1만 6,000원에 매입하고,
1만 500원을 들여 30평짜리 건물을 신축하기
로 하였다. 공장 부지는 노량진에 1만 6,000평
을 평당 1원에 매입하여 공장건물과 창고 등을
짓기로 하였는데, 100여평 규모의 직공 기숙사
와 40평 규모의 직원사택도 포함되어 있어 직
원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공장설비 도입을 위하

1920년대 영등포

장 등의 굴뚝이 두셋 서 있을 뿐이었는데 모두
일본인이 경영하는 것이었다. � 54

중심지역. 영등포역과
우체국 건물이 크게
보인다.

여 박용희 전무와 이강현 지배인을 창립총회
직후 일본 나고야(名古屋)로 보내 도요다직기

2. 시련의 생산기반 구축

(豊田織機) 회사에 직기 100대를 발주하도록 했

_ 삼품사건(三品事件)

으며, 11월에는 기술자인 현득영(玄得榮)과 유

제2회 중역회 직후 직기 주문를 위해 일본

덕호(�德浩)를 나고야에 보내 기계 조작기술

에 도착한 박용희와 이강현은 예정대로 나고

을 습득토록 하였다. 그러나 노량진은 용수 부

야(名古屋) 소재 도요다직기(豊田織機)에 가서

족으로 공장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직기 100대를 주문했다. 박용희는 직기 발주

되어 이듬해인 1920년 3월에 영등포(현 타임스

절차를 마치고 먼저 귀국하였으나 이강현은

퀘어 부지) 소재의 토지 5,000여평을 사들여 공

면사(綿絲) 공급계약을 위해 나고야에서 오사

장을 건설키로 하고, 남대문의 본사 건물 1만

카로 갔다. 이곳에서 이강현은 면사 도매상인

7,086원, 영등포의 공장 건물 7만 5,964원의

야기(八木)상점과 다이니혼(大日本)방적주식회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의 면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영등포 일대에는 피혁, 간장, 벽돌 공

이때 이강현은 삼품(三品)이라는 묘미 있는
거래방식을 발견했다. 삼품이란 면화∙면
사∙면포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거래방식은 실
물 없이도 일정한 기일을 예정해 놓고 미리 거
래할 수 있는 오늘날의 주식 선물거래와 흡사
한 것이었다. 이는 그날의 시세에 따라 잘만하
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일종의 투
기성 거래였다.
190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오사카, 미국의

초창기 경성방직의 광목생산에 있어
가장 큰 몫을 한 도요다 직기

뉴욕, 중국의 상해, 인도의 봄베이,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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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알렉산드리아, 영국의 리버풀 등 주로 면

부(養父)인 김기중(金祺中)에게 도움을 요청하

화 생산 및 면사∙면포 등의 매매 중심지를 근

게 된다.

거로 하여 세계경제가 좌우되고 있었다. 특히

그러나 김기중이 내준 땅을 담보로 은행에

일본의 오사카는 면화 소비자인 방직회사와

서 빌린 8만원의 차입금만으로는 삼품사건으

면화상의 중심지였으며, 그 회사들의 제품인

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에는 모자랐다. 때문

면제품을 세계시장에 매매하는 면사, 면포상

에 경성방직은 결국 남대문에 신축하려던 본

의 집결지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들 삼품은

사 건축계획을 백지화하게 되고, 임시사무실

특별히 주식이나 다른 상품들과 구별해서‘삼

로서 1920년 7월 22일 경성직뉴로(병목정 276)

품취인소(三品取引所)’
를 설치하여 일정 기간을

로 옮기게 된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영등포공

두고 정기적인 실물매매를 함은 물론, 원료인

장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 5,000

면화의 작황이나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

원을 지불한 후, 공장 건축공사를 재개하게 된

라 선물매매가 취급되기도 하였다. 제1차 세계

다. 이 무렵 일본의 방적업계도 고전을 면치

대전 중에는 여러 상품들이 외국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니혼방적(日本紡績)의 오사카

들어오지 않아 일본의 삼품값은 계속 뛰어 올

노다(野田)공장이 조업을 중단하더니, 1920년

랐고, 이것들은 사재기만 하면 막대한 이익을

8월에 들어서는 아예 공장을 폐쇄할만큼 경제

볼 수 있었다.

상황이 심각한 상태였다. 부산에 설립한 조선

◉
현황편

이강현은 초창기 회사의 자금난을 조금이

방직(朝鮮紡織)만이 7월에 공장부지를 매입하

나마 해소하기 위해 갖고 있던 회사 공금을 이

고 공장건설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은 경성

거래에 투자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소 이익

방직 또한 마찬가지여서 1921년에 열린 중역

을 보았다. 그러나 다시 투자하면서부터는 실

회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공장건설이 순

패를 거듭하게 된다. 이미 전쟁은 끝났고 전쟁

조롭지 못해 부득이 발주 직기의 인수도 연기

당사국들이 전후 복구를 서둘러 막혔던 삼품

하는 한편 중역의 보수와 직원의 상여금을 1년

들이 오사카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격이 하

간 동결하기도 했다. � 57

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祺中

경성방직은 불입자본금 25만원 중 10만원을

3. 첫 제품을 생산하다 ‘삼성
_
(三星)’
표와

김성수의 양부.
호는 圓坡. 1858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
1908년 줄포에
영신학교를 설립,
한말에는 호남학회,
자강회에 관여했다.
1933년 9월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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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면서 진행 중이던 본사 및 공장건설이
중단되고 일본에 발주했던 직기도 제작을 연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삼각산(三角山)’
표
경성방직이 제2차 주금납입을 마감하고 공
장 가동을 위해 직기 100대를 설치한 것은

경성방직으로서는 이제 막 거친 바다를 향

1922년이었다. 그러나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

해 항구를 떠나려던 배가 출항도 하기 전에 가

로 한 제2차 주금납입은 목표금액인 15만원(1

라앉게 된 것이다. 일제식민 상황에서 순수 민

주당 7원 50전)의 절반 정도인 7만 3,215원 밖에

족자본을 모아 어렵게 회사를 설립한 김성수

납입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

로서는 암담하기만 했다. 결국 김성수는 고민

다. 이런 가운데 1922년 4월 26일에 열린 제3

끝에 창업자인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

회 주주총회에서 새 취체역 상무역에 김연수

에 없다고 판단하고 고향인 줄포로 내려가 양

(金�洙)가 임명돼 지배인을 겸하고, 영등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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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건설과 기계설비 업무는 이강현이 맡게

의 고무신공장인 대륙고무의 생산량과 맞먹는

됨으로써 경성방직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규모였다. 그리고 1923년 봄에 마침내‘별’
이

불기 시작했다.

찍힌 첫 고무신 제품이 나왔는데, 이 상표는

우리나라 기업경영에 최초로 근대적 경영

경성방직에서 같은 시기에 생산하기 시작한

기법을 도입하는 등 한국 근대기업의 선구자

첫 광목제품인
‘삼성(三星)’
표와 연관을 두고

로 평가되는 김연수는 당시 교토제국대학 경

지은 이름이었다. � 60

제학부를 졸업한 최초의 조선인이었다. 일찍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1923년 1월, 드디어

부터 산업보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경성방직의 영등포공장이 준공되고 3월에는

던 그는 그 무렵 만주시찰단의 일원으로 만주

일본의 도요다직기로부터 들여온 직기 100대

의 산업현황을 둘러보는 등 조선의 산업발전

설치 완료와 함께 시운전에 들어감으로써 4월

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그가 귀

에는마침내첫제품이출시되었다.

경성직뉴는 1924년
12월
‘별’
표 고무신을
탄생시킨 후 모델까지
등장시키면서 제품

국할 당시 김성수는 중앙학교, 경성방직, 동아

광고를 했다.

“경성방직 만세!”

일보 등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김연수

기계에서 첫 광목이 뽑혀져 나온 순간 경성

에게 경성직뉴와 경성방직의 경영을 맡아줄

방직의 모든 구성원들의 입에서는 만세 소리

것을 권유한 것이다.

가 저절로 나왔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김연수가 상무에 취임할 당시 경성방직은

도 좌절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한 기쁨의 눈물

사장에 박영효, 전무에 박용희, 지배인에 이강

이었으며, 우리 자본과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현이 선임되었을 뿐 아직 공장도 완성되지 않

는 감동의 눈물이기도 했다.

았고 기계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조선은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해 일상

공장 신축 외에는 업무가 별로 없어서 사무실

용품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들여오는 상황이었

도 경성직뉴의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었다.

으며, 특히 의류는 그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경성방직 상무 겸 지배인, 그리고 경성직뉴

턱없이 부족해 매년 3,000여만원의 돈이 해외

전무에 선임된 김연수는 우선적으로 경성직뉴

로 빠져나가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 활로개척을 위해 쌍림동공장에서 거의 살

만들어진 경성방직의 첫 제품 출시는 생활필

다시피 하며 당시로서는 신소재였던 고무를

수품의 자급자족 효과와 불균형 상태의 무역

이용한 고무신 생산을 계획했다. 고무신이 국

수지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여 우리 경제의

내에 첫 선을 보인 것은 1918년 무렵이었는데,

활로를 개척하는

오랫동안 짚신이나 나막신을 신어 왔던 우리

신호탄이 되었던

국민에게는 질기고 방수도 잘 돼 보급 초기부

것이다.

삼성표와 삼각산표
제품 광고(동아일보
1923년 8월 6일자)

터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설립 3년 만에

고무공업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한 김연수

우리 자본과 기술

는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와 오사카에 있는 고

로 광목을 생산하

무공장들을 세심하게 둘러본 1922년 7월에 경

게 된 경성방직은

성직뉴 고무공장을 신설하게 된다. 당시 이 공

생산초기
‘삼성(三

장은 직공 200명 정도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

星)’
표와
‘삼각산(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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角山)’
표 라는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며

기 위하여 지어진 이름이었다.

소비계층의 차별화를 꾀했다. 삼성표는 바닥

그러나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을 출시하긴

이 견실해 씨와 날이 고운 상등품으로, 경성직

했지만 생산초기인 1923년 4월부터 9월까지

뉴에서 사용하던
‘직녀성(織女星)’
의‘성인백목

6개월 동안은 6,000여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星印白木)’
에서 착안한 상표였으며, 삼각산표

등 공장 가동 초기에는 판매수입보다 직공을

는 일반인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으로

양성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로 만족해

서울의 진산(鎭山)인 북한산 삼봉(三峰. 백운∙국

야 했다. 더욱이 이해 9월에는 일본 관동(關東)

망∙인수)에서 따온 것으로 서울을 상징할 뿐만

지방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가

아니라, 민족의 혼으로 만든 광목임을 나타내

이듬해 3월 말까지
‘수이입품(輸移入品)의 면세

◉
현황편

에 관한 긴급칙령’
을 공포함에 따라 조선의 광
목은 20필당 10여원씩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

잊을 수 없는 일

사업계획서 작성에 쏟았던 정성

으면 안되었다. 세금을 물지 않는 일본제 면포
가 국내 시장에서 값싸게 팔렸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제품 생산이 곧바로
판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경성방

중앙중학교를 1918년에 졸업한 나는 집안이 어려워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의 광목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미 일본 도

스승이셨던 이강현(�康賢) 선생의 권유에 따라 경성직뉴주식회사에 경리로 취직하

요보(東洋紡)의 제품인
‘삼에이(三A)’
표 광목이

였다. 이 회사는 말하자면 경성방직의 모태가 된 회사이다. 1919년 경성방직이 설

삼남(三南)지방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이들

립된 후에는 다시 이곳으로 옮겨 계속해서 경리와 장부정리 등을 맡아 보았다.
1926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그만 둘 때까지 7년간 경성방직에 근무했는데, 가
장 잊을 수 없는 일은
‘기업목론견서(起業目論見書)’
를 작성하던 일이다. 목론견서는

과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63
경성방직의 제품이 이처럼 고전하고 있을

물론 일본식 표현으로, 요즘의 사업계획서와 같은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였으므

때 국내 일각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사회운동

로 조선총독부 식산국에 제출해서 통과해야만 사업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일어나고 있었다. 1920년 7월 조만식(曺晩

사업계획안은 이강현 선생이 초안하셨는데, 식산국에 제출하기 위한 서식작성은 내

植) 등 민족선각자 50여명이 조선의 자립경제

가 맡았다. 얇은 종이에 줄이 쳐진 인찰지(미농괘지) 4,5장 사이에 묵지를 끼우고
골필(철필)로 써 나갔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러 다니는 일

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평양에서 발

도 내 몫이었다.

족시킨‘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奬勵會)’
가

한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일본인들이 달가워 할 리는 없으므로 한 두 번 가서

1923년 1월에는 경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

목론견서가 통과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로 식산국의 담당직원은 내가 갈

모의 국산품애용운동으로 확대되면서, 경성방

때마다 트집을 잡았다.
아마 예닐곱번은 족히 식산국을 드나들었으니 골필로 목론견서를 베껴 쓰는 일만
해도 고역이었다. 그렇지만 목론견서가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받던 날은 춤을 출 만

직의 제품 판매에 호기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
나 그도 잠시뿐이었다. 일반 소비자들은 여전

큼 기뻤다.

히 일본 제품인‘삼에이(三A)’
표 광목만을 찾

그리고 처음으로 짜낸 광목에
‘삼성(三星)’
‘삼각산(三角山)’
,
이라는 상표를 붙였는데,

고 있었고, 포목상들도 국산품을 외면하였다.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 하며 마음 졸이던 일도 역시 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경성방직은 이미 국내시장을 독점하고

이희승(�熙昇) 국어학자(1896년에 경기도 의왕시에서 태어서 1919년부터 1926년까
지 경방에 근무했으며, 1989년 사망)

있는‘삼에이’
광목에 비견할 만한 수준의 제
품을 생산하기까지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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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역사편

제2장

시장개척과 태극성 상표의 탄생
1924~1934

제1절 사활을 건 판로개척
영등포공장이 가동에 들어간 1923년은 제
품생산이 급선무였으나, 해가 바뀌면서 판로
개척이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우여곡
절 끝에 광목을 생산하게 된 경성방직은 조선
방직이나 도요보(東洋紡)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기 하나로 장사할 입장이 아니었다. 영업
사원이래야 고작 4�5명에 불과한 데다, 이렇
다 할 판로도 아직 개척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1920년대 일본인

었다. 이 때문에 판매주문원이 서울 일대를 중

었다. 여기에 조선방직이 1922년 1월부터 방

심으로 각 포목상을 방문, 제품을 취급해 줄

기 1만 5,200추, 직기 610대를 가지고 조업을

것을 거의 간청하는 식이었는데, 그것도 위탁

개시하여‘계룡(鷄龍)’
표,‘장고(長鼓)’
표 등의

판매제였다. 그렇지 않으면 각 지방별로 주문

상표로 제품을 출시해 전국 주요 도시의 도매

원들을 파견, 그곳 유지들과 포목상들을 개별

상을 통하여 판로를 넓혀가고 있었다.

방문케 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그 지방에 장이

이런 가운데 경성방직은
‘우리의 옷감은 우

서면 직접 광목통을 메고 장터로 나가 직매하

리 손으로’
라는 대의명분과 국산품 애용운동

기도 했다. � 71

이 맞물리면서 회사의 입지와 제품의 존재를

이 시기 일본 도요보의
‘삼에이(三A)’
표 광목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홍수처럼

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특히 삼남(三南)지방

쏟아지는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을 독점하고 있었다. 삼에이표 광목은 그때만

있었다. 아무리 국산품 애용을 부르짖어도 조

해도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수요자들에 의해

선의 많은 소비자들은 도요보나 조선방직이

‘A’
자 3개가‘빗장’
에 비유되어‘삼빗장표’
로

일본 회사라는 점과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불리며 여전히 광목의 대명사로 군림하고 있

국산품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잘 알지 못했다.

상가의 중심지였던
본정통(현 충무로).
당시 조선의 시장경제는
일제 기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82

제1부
◉
역사편

제2부

더욱이 경성방직의 제품을 회피하는 도매상마

경성시내에서 판매되는 데도 본사 사무실이

저 생겨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 상당량의 광목

포목 거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변두리에 위

이 창고에 쌓여갔다. 이에 당시 기술 책임자로

치하고 있어서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있던 이강현이 생각다 못해 경성 장안의 모든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현황편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전개한 조선물산장려운동의
포스터

포목상들을 고급요리점인 식도원(食道園)으로

그리고 경성에 편중된 판로를 개선하기 위

초대해 눈물겨운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강

해서 한반도 북부지방인 관서(關西)∙관북(關

현은 경성방직의 광목이 아직은 방적시설이

北) 지방에 판매원을 파견하는 영업전략을 내

없어 일본 광목보다 품질이 더 좋을 수는 없지

놓았다. 이들 지방은 예로부터 중앙정부의 힘

만, 우리의 자본과 우리 갸날픈 소녀들이 피와

이 못 미쳐 일찍이 민중의 자주의식이 싹텄고,

땀으로 짜낸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디 외면하

그 영향으로 기독교사상과 서구문명에 눈을

지 말고 점포에 물건만이라도 놓아 달라’
고울

떠 개화되어 있던 곳으로 애국심 또한 강하였

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이같이 동포애를 자

다. 또한 일찍부터 만주지방의 시장 가능성을

극한 이강현의 읍소(泣訴)는 그 자리에 모인 도

엿보고 있던 그는 만주로 가는 길목인 이곳에

매상들의 가슴을 적시기에는 충분했지만 그것

서 판매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만주시장의

이 본격적인 판로개척이 되지는 못했다. 같은

진출을 엿보았던 것이다. � 72

동포이기에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정으로 조

그의 이같은 판매전략은 계속되는 신문광

금씩 물건을 취급하기는 하겠지만 찾는 사람

고와 함께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 1924년에는

이 없으면 그나마 중단할 것이 분명했다.

전년도의 재고품을 포함한 총 6만 6,371필 가

그 무렵 김연수는 경성방직보다는 경성직

운데 6만 2,184필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

뉴의 활로개척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가 경성

으며, 이중 상당량이 평양과 원산을 비롯한 한

방직의 상무로 취임할 당시에는 영등포공장이

반도 북부지방에서 소화되었다.

아직 준공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경성직뉴의
고무신공장 신설과 생산판매에 전념하고 있었
다. 그리고 1924년에 접어들어 경성직뉴의 고
무신공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박용희 전무

제2절 본격적인 광목 생산

의 후임으로 경성방직의 경영을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하면서 그의 최대 관심사안은 경성
방직의 판로개척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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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극성(太極星)’상표의 탄생
경성방직이 최초로 생산한 광목은‘삼성(三

김연수는 전무 취임 이후 같은 해 9월 유휴

星)’
과‘삼각산(三角山)’
이었지만 이 상표들은

부지였던 노량진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11월

미처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임시로 사용한 것

에는 본사 사무실을 당시 포목상들의 집결지

이었다. 당시 상표등록은 일본 정부에서 취급

였던 황금정(黃�町. 현 을지로) 1정목 143번지

했기 때문에 시제품을 생산하기도 바빠서 상

의 경성식산주식회사(京城殖産株式會社) 건물

표를 등록하러 일본까지 건너갈 여유가 없었

내로 이전하는 등 회사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 그러나 광목의 생산과 판매에 어느 정도

데 주력했다.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제품이

자신감을 얻자, 경성방직은 소비자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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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롭게 하기 위해 새 상표 개발에 몰두하였
다. 특히‘삼각산’
이라는 상표는 경성직뉴에
서 생산하던 질 낮은 소폭 직물과 동일하였
기에 새로운 이미지의 상표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전 사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내걸고
공모까지 했지만 마음에 드는 상표는 나오지

1924
경성방직의 첫 상표‘태극성’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성수가 새로운 상표에

경성방직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대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태극무늬를 제시하

광목의 이름은‘삼각산표’였다.

였다. 태극무늬 천으로 만든 전주지방의 태극

그러나 이 상표는 이미 다른 회
사에서 사용 등록을 하고 있음을

선 부채처럼 상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뒤늦게 알게 되면서, 경성방직에

‘태극(太極)’
이야말로 우리나라 국기에 들어

서는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게 되
는데 바로‘태극성’표였다.

있는 나라의 상징이자, 민족혼의 상징이므로

경성방직의 최초 고유상표인 태

경성방직의 설립정신과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극성표는 이후 우리 민족의 광목

더 중요한 점은 경성방직에서 만든 국산품 광

으로서 전국 방방곳곳에 뿌려지

목의 상징성이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번져가던

게 되는데, 우리 민족 모두에게는

물산장려회의 국산품 애용운동은 우리가 만든

광복이 되기까지 나라 잃은 설움
을 달래주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제품이 별로 없었던 관계로 경성방직에서 나온

불태우는 이름이기도 했다.

광목을사용하자는것이나다를바없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태극무늬가 새
로운 상표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금
상첨화(錦上添花)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
제는 역시 일제치하라는 시대상황이었다. 아
직도 시골에는 3∙1운동의 여운이 상당히 남
아 있는 상황에서 태극기와 흡사한 무늬의 상

무에게 위임키로 결정하였다.

품을 내놓을 경우 총독부의 반응은 불 보듯 뻔

이때의 상표등록업무는 총독부의 소관이 아

한 것이었다. 전주지방의 태극선 부채야 전통

니라 일본 정부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었기 때

적으로 내려오는 특산품에다 소량으로 생산하

문에 이강현을 일본에 파견하여 등록업무를

는 수공업제품이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

수행토록 하였다. � 75

만, 경성방직이 광목을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
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 분명했다.

이강현은 1924년 11월 11일 유홍(�鴻)과 함
께 일본으로 떠났다. 두 사람은 먼저 오사카에

태극무늬를 상표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들러 방직업계를 시찰하고 도쿄로 향했다. 도

비단 김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경성방직 사람

쿄의 소가(曾我)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기존의

들의 공통된 여망이었기에, 중역들이 다시 모 ‘삼성’
표와‘삼각산’
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
여 회의를 거듭한 끝에 상표문제는 이강현 상

국은 다른 면직류(32종)의 등록상표에 저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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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제2부

다 하여 불허하였다. 이강현은 불허통지를 받

의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다.

기 전에 귀국하였고, 유홍은 일본에 남아 10여

당시 광목은 한 필 단위로 푸른 물감으로 상

일간 수만 종에 이르는 등록상표를 열람하며

표를 찍어 파는 게 일반적이었다. 태극성 광목

궁리를 거듭했다. 상표 문제로 고심하던 그는

도 당연히 끄트머리에 상표가 찍혀 있었는데,

다시‘태극’
을 머리에 떠올렸다.

필 단위로 사가지 않고 자 단위로 사갈 때는

◉
현황편

문제는 당시 조선총독부 관리들이 태극이

상표가 찍힌 끝 부분이 남게 마련이었다. 요즘

라는 말이나 문양을 철저히 금기로 하고 있었

같으면 상표가 찍힌 자투리 천 조각쯤이야 버

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상표를 등록하기에는

리기 십상이지만, 당시만 해도 자투리 천도 귀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조선

한 물건이었다. 그래서 상표가 찍힌 자투리 천

총독부가 아닌 일본 정부에서 등록을 접수하

을 모아 놓으면 포목점 주변의 상인들이 얻어

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

가곤 했는데 그 용도가 다소 엉뚱하여 흥미로

였다. 같은 일본인이라도 본국에 있는 사람들

웠다. 천 조각마다 상표가 찍혀 있어 옷을 지

과 조선에 와 있는 사람들과는 조선이나 조선

어 입지는 못하고 조각천을 이어 장터에 내리

인을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쬐는 햇볕과 비바람을 막기 위한 포장이나 자

유홍은 조선 내의 일본인들과는 달리 본국 정

루로 사용하는 상인들이 많았던 것이다.

부의 관리들은 태극(太極)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장터의 천막이 바람에라도 흔들
리는 날이면, 태극성 상표가 연결된 천막들이

그는 원(○) 안에 영문
‘S’
자를 그려 놓은 태

태극기 물결을 이루는 바람에 기미년 만세운

극마크로 상표등록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면

동을 기억하고 있는 일본 경찰들을 곤혹스럽

서 영어로 방적을 뜻하는
‘Spinning’
의 머리

게 만들기도 했다. � 76

글자 S에 원(○)으로 선을 두른 것이라 설명함
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허가를 받아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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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련 속에서도 근대기업으로 성장

었다. 그리고 다시 8개의 별(원모양과 같은 배치)

1925년 3월 16일, 본사 사무소에서 열린 제

과
‘태극성’
이란 문자까지도 별도로 신청하였

6회 정기주주총회에서 모인 사람 모두의 얼굴

다. 이 8개의 별은 곧 우리나라의 8도, 태극기

이 밝아졌다. 순이익 2만 5,279원 85전. 비록

의 8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경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성방직은
‘태극’
과
‘8개의 별’
을 합하여 하나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 무렵에는 경성방직

상표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의 제품을 취급하는 판매망도 21개소로 늘어

그리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태극성

나면서 경성방직에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상표는 1926년 2월부터 생산되면서 소비자들

위해 1925년 5월에 20대의 직기를 증설하여

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더욱이 상표등록 때

총 120대로 직기 수를 늘리기도 했다.

의도했던 대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것’
이라는

그러나 5년만에 이룩한 이러한 쾌거는 예기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품질향상에 지속

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다시 시련을 맞게 된다.

적으로 정성을 쏟은 결과 1926년에는 드디어

1925년 여름에 홍수가 나면서 용산과 뚝섬 일

일제 도요보의
‘삼에이(三A)’
표를 누르고 최고

대가 완전히 침수돼 가옥 1만여 채가 송두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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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졌으며, 홍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697명이나 되는 을축년(乙丑年) 대홍수를 만난
것이다.
홍수 피해는 한강 수위보다 지대가 낮은 영
등포공장에도 이어져 300여명의 직원이 피신
한 가운데 공장 천장까지 물이 차올라 모든 기
계가 침수되었기에 전면적으로 수리를 하기
전에는 일체의 공장 가동이 힘들었다. 또한 제
품창고에 있던 1만 4,000여필에 달하는 광목
과 원사 등은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버렸다.

을축년(1925)

1920년의 삼품사건 이후 두 번째 큰 시련이었

고 직기 104대를 추가로 증설함으로써, 1929

다. 그러나 맥없이 앉아 체념하고 있을 수만은

년에는 세계적인 대공황속에서도 19만 9,000

없는 노릇이었다. 경성방직 직원 모두는 장마

여필을 생산해 창립 이후 최초로 20만필을 판

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피해 복구에 나섰다. 흙

매(재고물량 포함)하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게

탕물에 잠긴 기계류는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

된다. � 82

기 위해 신속하게 분해해서 닦은 후 다시 조립

민족기업으로 설립된 경성방직이 창립 10

했으며, 폭서에 부패될 우려가 있는 광목은 한

년 만에 마침내 대량생산에 따른 대량판매의

필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햇볕에 말리고, 세척

서장을 연 것이다. 한편 이 무렵부터 경성방직

해서 상품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의 설립자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던 김성수는

이런 노력에 하늘도 감동한 걸까? 그 여름

취체역까지 내놓고 산업계에서 완전히 손을

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수요량이 계속

떼게 된다. 사업은 김연수에게 일임하고 자신

늘어나 값이 오르면서 이듬해 1926년에는 전

은 교육과 언론사업에만 전념하기로 결정하고

년보다 1만 2,300여필이 늘어난 8만 9,900여

경성방직에서는 명목상의 고문직으로 남아 있

필을 생산해 8만 7,700여필을 판매하게 된다.

게 되었다.

대홍수로 물바다가 된
한강변 일대

1927년 11월 1일
남대문통 1정목으로
이전한 본사 사무소의
정문

그리고 1927년 3월(제8기 정기 주주총회)에는 창
립 이래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주들
에게 처음으로 이익배당금을 지불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된다.

제3절 만주시장의 확보

이같이 회사가 안정단계로 접어들자 경성
방직은 이 시기부터 보다 의욕에 찬 사업확장

1928년 10월, 제2차 공장을 증축한 후 경성

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1927년 11월에는 본사

방직은 태극성 광목 외에도‘불로초(�老草)’

사무소를 황금정에서 다시 포목상이 대규모로

광목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올이 좀

집결해 있는 남대문통 1정목 115번지로 이전

굵고‘태극성’
보다 값이 조금 싼 불로초는 남

했다. 또 1928년에는 영등포공장 서쪽에 기존

부지방보다는 신의주, 의주, 만포진 등지의 국

건물과 연결해서 신공장을 증축하기로 결정하

경도시에서 오히려 인기가 높았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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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만주의 시장풍경

‘불로초’광목은 만주
지역에서 인기가 높았다.

라 만주인들이 불로초를 즐겨 찾는다 하여 신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여지없이 찾아왔다. 산

의주, 의주 일대의 영세상인들은 불로초를 등

업 발달이 미약했던 우리나라는 대공황이 농

에 지고 만주로 실어 나르기도 하였다. 불로초

업공황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1925년에 30�

는 국내에서보다는 애초부터 경성방직이 꿈꾸

33원 하던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931년에는 16

었던 만주대륙에서 거의 소비되고 있었던 것

�19원까지 폭락한 것이다. 1차 대전 이후 계

이다.

속되는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은 타격이 훨씬

불로초가 만주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원

심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그 타결책의 하나

인은 무엇보다도‘불로초’
라는 상표 자체가

로 대륙침략을 계획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같은

중국인의 기호나 심리에 맞았기 때문이며, 다

계획은 1931년 9월 만주사변(滿洲事變)으로 현

음으로는 비교적 올이 두껍게 짜여져 있고 값

실화되면서 조선에 이어 만주까지 식민지화하

이 싸다는 점에서였다. 만주에서 불로초 선풍

는 데 성공하게 된다.

이 크게 일기 시작하자 경성방직은 1930년 8

일본의 전쟁승리는 자국의 기업은 물론 조

월 생산량 증가를 위해 또다시 직기 224대를

선기업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

증설하는 대대적인 증축공사에 착수한다.

다. 1932년 경성상업회의소 주관으로 만주시

1923년 직기 100대로 생산을 시작한 이후,

찰단이 조직되는데, 그 구성원 속에 경성직뉴

1925년에 20대, 1928년에 104대를 증설하였

에서 상호를 바꾼 중앙상공의 김용완(金容完)

으나 조선방직과 같은 큰 회사와 경쟁하기에

상무취체역과 경성방직의 이상훈(�相勛) 지배

는 아직도 미약했기 때문이다.

인대리가 포함되었다. 시찰단은 만주의 주요

경성방직은 이 공사를 위해 1930년 11월에

도시인 대연(大�), 봉천(奉川), 신경(新京), 하얼

제4회 주금불입을 결의(1주당 12원 50전, 총 25만

빈 등지를 시찰하게 되는데, 김용완과 이상훈

원)하게 되는데, 이 주금은 1931년 1월 28일에

은 그곳에서 불로초의 인기가 지금껏 그들이

전액 납입되어(총 불입자본금 75만원으로 확대) 같

생각했던 기대 이상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

은 해 9월에 공장이 준공되고, 직기가 총 448

게 된다. � 86

대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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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3장

역사편

근대기업으로 성장
1935~1944

제1절 숙원의 방직공장
설립

경성방직은 자본금 전액 납입으로 재무구
조가 안정되고 만주시장 개척으로 판로까지
안정되자, 제품의 품질향상에 보다 많은 관심
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원사 구매에 신경을

1. 무르익는 방적의 꿈

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방적시설을 가지고 있

만주진출의 쾌거는 본격적인 사세확장으로

는 다른 회사와 달리 경성방직은 원사를 들여

이어졌다. 1932년 경성방직은 조선식산은행

와 광목을 생산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더욱 그

으로부터 50만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다시 공

러했다. 한편 이 무렵 경성방직은 향후 회사를

장을 증축하고, 이듬해에는 노가미(野上)식 자

이끌어갈 경영진의 주요 변화를 맞게되는데,

동직기 224대를 증설하여 총 직기대수를 672

창업 이후 초대 사장자리를 16년간이나 지켜

인정되어 2004년 12월

대로 늘렸다.

오던 박영효가 1935년 3월 사임하고, 그 뒤를

등록됐다.

경성방직의 사무동.
1936년 건립 이래
건물 원형을 대부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이 무렵 한반도는 면방업계의 춘추전국시

이어 김연수가 제2대 사장으로 취임한 것이

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1933년에 일본 제일의

다. 1923년부터 전무 취체역을 맡아 실질적으

방적회사인 도요보(東洋紡)가 들어와 인천공장

로 경영을 맡아왔던 그였지만, 제2대 사장에

(현 동일방직)을 건설하여 조업을 개시한 것을

취임함으로써 경성방직의 모든 경영책임을 떠

신호탄으로 연이어 가네보(鐘紡) 경성공장(현

안게 된 것이다. � 89

방림방적)과 광주공장(현 전방), 도요보 경성공

김연수는 사장 취임 후 곧바로 방적공장의

장이 건설에 착수했거나 진출할 채비를 갖추

건설을 추진하였다. 면사를 생산하는 방적공

고 있었다. 이러한 쟁쟁한 각축에 대비하여 경

장의 건설은 창립 당시부터‘창립취지서’
에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등록문화재 제135호로
현재 타임스퀘어 내에
복원되어 있다.

성방직은 1933년 6월에 1주당 12원 50전의 제 ‘방적’
을 명기할 정도로 경성방직의 오랜 숙
5회 주금불입을 단행했는데 자본금 100만원

원사업이었다. 그러나 경영 초기의 어려움과

이 전액 불입되었다. 이 당시에 조선인이 경영

국내 산업기반의 미비로 인해 미지의 꿈으로

하는 회사 가운데 자본금 100만원을 넘는 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꿈을 김연수

사는 1920년 5월에 설립된 조선제분뿐이었다.

가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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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제2부

이때는 이미 방적공장 건설을 위해 1934년

기술자 영입이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경성방

3월, 경기도 시흥에 공장부지로 15만평을 매

직의 설립정신인‘우리 자본, 우리 기술’
을손

입한 상태였기에 경성방직은 그 건설자금 확

상시켜 가며 일본인을 채용할 수는 없었기 때

보를 위해 1935년 4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

문이었다.

◉
현황편

초창기의 소면공정
작업 모습

게 된다. 이날 총회의 안건은 방적공장 신설을

이러한 설립정신은 초기부터 회사 곳곳에

위해 자본금을 200만원 증자해 경성방직의 총

배어 있었는데,‘일본인 채용 안 하기’
와‘일

자본금을 3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

본말 안 쓰기’운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었다.

이는 한때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경성방직의

그러나 방적공장 설립은 시작부터 일제의

정신으로서, 당시 방적기술의 불모지에서 그

통제에 부딪혔다. 당시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배척하기란

시달리던 일본은 불황극복을 위해 자국 내의

결코 쉽지 않은 용단이었다. 또한‘일본말 안

생산까지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던 상황이었는

쓰기’
는 일제가 조선어교육을 폐지하고 심지

데 경성방직이 방적공장의 설립허가원을 냈으

어 창씨개명으로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꿀

니, 곱게 처리해 줄 리가 없었다. 또 방적공장

것을 강요하는 민족말살정책과 정면으로 대립

을 세운다고 해도 그 앞날을 낙관할 수만은 없

되는 것이라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경

었다. 당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성방직의 민족기업다운 면모는 실제 회사 운

생산제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으므로

영과 경영에 적용되었으며, 그 때문에 기술자

이 생산제한은 총성만 울리지 않을 뿐 전쟁이

영입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나 다름없었다. 이미 생산된 제품을 불태우는

경성방직은 고심 끝에 중앙상공(경성직뉴의

것은 다반사였고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일까지

후신)의 공장장이었던 윤주복(尹柱福)을 영등포

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새

공장장으로 영입하여 건설 실무를 맡겼다. 윤

로운 방적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일반인의 생

주복은 경성고공(京城高工)에서 방직을 공부한

각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그것은 투자

후 일본의 규슈제대(九州帝大)에서 화공학을 전

라기보다는 차라리 모험에 가까웠다. � 91

공했으나, 그도 이강현과 마찬가지로 직포 전
문가였을 뿐 방적 전문가는 아니었다.

2. 우리 사람, 우리 기술로

경성방직은 기술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산 넘어 산’
이라는 말처럼, 방적공장의 건

기술자의 힘으로 공장을 건설할 것을 다짐하

설에 있어 난관은 또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

고 계속 새로운 인물을 찾아 나섰다. 이 무렵

닌 방적 기술자를 확보하는 어려움이었다. 경

공장장 윤주복이 모교인 경성고공의 후배이

성방직은 방적공장 건설을 위하여 백방으로

자, 조선방직에서 15년간 방적부문의 일을 해

사람을 수소문하였다. 그 결과 이강현이 일본

온 김규선(金奎善)을 찾아내 영입함으로써 기

이토추(伊藤忠) 계열인 조선직물에 근무하고

술자 문제는 매듭지을 수 있었다.

있는 일본인 기술자 기리다(桐田)를 추천했지
만 회사에서는 그를 중용하지 않았다. 공장의
기술책임을 맡고 있던 이강현이 천거한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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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적공장의 건설
경성방직은 1935년 11월에 정방기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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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추와 직기 224대를 일본의 도요다(豊田)
에 주문하는 등 방적공장 건설을 향한 모든 준
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설립허가
문제는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
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끝까지 시흥공장의 설
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굳이 공장을 새로 세
우려면 만주에나 가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서
슴치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정지작업까
지 해 놓은 부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경성방직은 시흥공장의 건설을 뒤로 미루고
최후의 방법으로 강구 중이던 영등포공장 내
에 방적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1936년 2월, 마침내 영등포공장 안에서 방적
공장 기공식을 가지게 된다. 김규선을 중심으

1936

경성방직의 숙원사업,
방적공장 준공
경성방직이 방적공장을 짓기 시
작한 것은 1936년 2월부터였다.
당시 방적공장 건설은 오늘날 반
도체공장 건설에 비견될 정도로
까다로운 것이어서 경성방직에
서는 건설 당시 벽돌공 한 사람
당 감독 한 사람을 붙일 정도로

로 진행된 방적공장 건설은 한편에서는 건물

많은 신경을 썼다. 이렇게 건설

을 세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에서 도입된

된 방적공장은 같은 해인 1936

기계를 설치하는 등 밤낮없이 공사가 진행되

년 5월에 부분 가동하게 되었고,

어 같은 해 5월, 착공 3개월만에 부분적으로

공장이 완전하게 가동하게 된 것
은 그 해 가을이었다. 이로써 경

나마 가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경성방직을

성방직은 방기 21,600추, 직기

창립하고 직기를 설치하여 광목을 생산하던

896대의 방적공장을 갖게 된다. 설립취지서에 밝힌 바와 같이 경성방직의 숙원사업이었던 방직공

13년 전 그날의 감격이 다시 한 번 영등포공장

장의 준공은 경성방직이 종합방적회사로 거듭 태어나는 쾌거였으며, 우리 민족이 우리 손으로 직접

안에 메아리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로

옷감 원재료를 생산해내는 역사의 시작이기도 했다.

만들어 낸 실의 품질도 기대 이상이었다.
시운전이 끝난 뒤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한편에서는 실을 생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방적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계속되었다. 그 결

직은 14수는 직포용으로 전량 소화하고, 10수

과 가을로 접어들자 정방기 2만 1,600추와 직

는‘해태(海駝)’
로, 20手는‘불로초(�老草)’
라

기 896대가 전면 가동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는 상표로 시장에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1937

써 경성방직은 면사와 면포를 일괄 생산할 수

년 4월에는 또다시 정방기 4,000추를 증설함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공사금액 또한

으로써 경성방직은 방기 2만 5,600추와 직기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방적공장 건설 직전의

896대로 운영되는 대규모 공장의 면모를 갖추

경성방직 자본금이 100만원이었는데, 방적공

게 되었다. � 94

장 건설에 투자된 총액은 무려 174만여원에

한편 1937년 7월, 중일전쟁(中日戰爭)이 발발

달했다. 새 방적공장의 가동으로 10수, 14수,

함에 따라 경성방직은 원면 조달에 큰 타격을

20수 등 세 종류의 면사를 생산하게 된 경성방

입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전시체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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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느라 막대한 전쟁 비용을 한반도에 풀어놓는
바람에 통화인플레이션 현상까지 겹쳐 전 사
회적으로 매점매석 열풍이 일어났다. 각 방직

제2부

제2절 도약의 발판,
남만방적(南滿紡績)과
제품생산

회사들의 매점으로 면화의 가수요 현상이 일

◉
현황편

어나 가격이 날로 치솟는 데도 제때에 구매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경성방직
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38년에 설치된
황해도 은율군의
은율조면공장

1. 만주에 공장을
경성방직의 만주진출은 단순히 판로를 개

더욱이 이 당시는 중일전쟁으로 인해 중국

척했다는 데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회

의 방직공장들이 가동을 중지한 상태여서 이

사 창립 당시 취지문에서도 밝힌 바 있듯 그곳

미 만주에 진출해있던 불로초 광목의 판로는

은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미개척

화북지방까지 확대되는 등 경성방직으로서는

의 땅이었으며, 더 광대한 중국시장으로의 진

호경기를 맞고 있을 때였다.

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곳이었고, 나아가

경성방직이 1937년 12월에 황해도 남천군

장래 러시아 대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전
단을 마련할 만한 적지였다.
이미 경성방직에서는 화북지역과 만주 방
면으로 불로초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할 무렵부터 만주진출에 대한 관심을 구
체화시킬 기회를 탐색하고 있었다. 중간 도매
상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던 중국 상인들이 본
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
고 요청해와 1934년 3월에는 봉천출장소(奉天
出張所)를 개설했는데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무

렵에도 경성방직의 광목은 확실한 시장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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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川郡)에 대지 1만 2,000평, 공장건물 300여

성하고 있었다. 이에 힘입어 일련의 시장여건

평, 창고 700여평의 규모의 남천조면(南川繰棉)

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한 경성방직은 만주에

공장을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공장은

본격적으로 진출, 방적공장을 세우기로 결심

가동 초기 10대의 조면기로 시작해 이후 50대

하게 되었다.

까지 확대되었으나, 면화재배를 위해 일제로

당시 총독부 정책 또한 국내에서의 신규허

부터 할당받은 평산(平山)∙서흥(瑞興)∙신계(新

가를 일체 중단시켰지만 만주를 비롯한 그들

溪)∙곡산(谷山)∙남천(南川) 군(郡) 일대의 면화

의 점령지 진출이라면 공장 설립 허가를 쉽게

작황은 그다지 좋지 못해 연간 생산량은 연간

내주던 때였고, 경성방직도 사세를 확장시키

500만근 정도였다. 이에 따라 경성방직은 그

기 위해서는 만주에다가 공장을 건설해보는

이듬해에 다시 황해도 은율군(殷�郡) 일대를

것이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터여서 이미 1936

수매지역으로 하는 은율조면공장(殷�繰棉工

년에 만주국 정부에 방적공장의 설립허가원을

場)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 96

제출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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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연수 사장은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
확신과 의욕에 차 있었다. 그리고 동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기업이 있어야 헐벗음과 굶주
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
었다. 이런 그의 신념에 따라 경성방직은 중일
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9월, 이미 만주정부
로부터 방적공장 설립허가를 받아놓고 있었
다. 그러나 이 허가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었다. 만주에 건설하는 방적공장은 경성방
직 산하의 공장이 아니라 독립된 회사로 발족
해야 하고, 공장건설에 소요될 자금과 기자재

1941

는 모두 경성방직 자체의 역량으로 조달해야
하며, 자본금도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성장추세에 있는 경성방직으로서

성공적 첫 해외 진출인

도, 당장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실현에 옮

남만방적

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새 공

투자만으로 공동경영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남만방적의 생산력은 정확히 밝

장에 대한 건설계획이 보류되고 있던 중 1938

판단이어서 6대 4의 비율로 합작할 것을 동의

혀져 있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면

년 도요다직기(豊田織機)에서 창덕(彰德)에 공동

하고 1차로 30만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중

출자로 방적회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왔다.

국자본과의 합작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제 군

준으로 환산하여 한 달에 5만필

그것은 도요다직기와 상해에 있던 중국인들이

부의 특무기관인 흥아원의 반대로 이 계획은

정도였다.

공동경영하던 신신방적(申申紡績)이 창덕에 공

무산되었고, 투자한 30만원도 끝내 회수하지

기며 성장한 남만방적이었지만

장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가 전쟁으로 중단되

못하였다. � 104

광복 이후 역사의 숨결이 거칠어

사는 20수 기준으로 한 달에 2천
5백곤, 면포는‘태극성’광목을 기

막대한 투자에 수많은 고비를 넘

지면서 끝내는 경성방직과의 인

어 있던 곳으로, 만주 진출을 꿈꾸고 있던 경
성방직으로서는 긍정적인 제안이기도 했다.

연도 끊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경

2. 난항 끝에 준공

이에 경성방직에서는 700만원의 투자계획을

만주에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은 해를 넘긴

세우고 제1차로 100여만원을 투입, 황영모(黃

1939년으로 접어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화

泳模)를 파견하여 현지감독토록 하였다. 그러

북지방에 공장을 세우려던 당초의 계획은 현

나 이들이 현지에 도착하여 보니 치안상태가

지의 치안불안으로 결국 포기하고, 만주의 소

매우 불안하여 공장건설은 도저히 엄두도 못

가둔(蘇家屯)에 세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

낼 형편이어서 이의 합작을 단념하였다.

다. 소가둔은 봉천(奉天) 인근의 드넓은 벌판

그리고 1939년에는 또 다시 천진에 있는 중

한 가운데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경

국자본 계열의 항원방적(恒沅紡績)에서 합작 경

성방직은 그곳에 공장부지로 27만평을 확보

영을 제안해 왔다. 경성방직의 입장에서는 새

하고 1939년 9월 감독으로 황영모를 임명하였

로운 공장신설에 따른 위험부담이 가벼워지고

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6일, 경성에서 총 자

성방직의 성공적인 첫 해외 진출
은 역사와 함께 사라졌다.

92

제1부
◉
역사편

제2부

본금을 1,000만원으로 하는‘남만방적주식회

지 육로를 이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사’
의 창립총회를 가졌다. 남만방적은 창립총

천신만고 끝에 건설자재를 모두 구해 놓고

회 직후 일본 도요다(豊田)직기에 방기 3만

공사에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5,000추, 직기 1,000대를 발주하고 1940년 봄

불거졌다. 일본의 도요다직기에 주문해 놓은

부터 공장건설에 들어갔다.

방기 3만 5,000추와 직기 1,000대의 설비 중

◉
현황편

총 27만평의 대지 중 공장부지로 활용된 면

에서 직기 1,000대의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통

적은 약 10만평으로, 부지 위에 들어설 건물은

보가 날아든 것이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감

공장 7,800평, 기숙사∙강당∙식당∙사택 등

안하면 정방기 3만추라도 감사해야 할 판국이

의 부대건물이 1만평으로 모두 1만 7,800평의

었으나, 그렇다고 직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는

건물을 짓는 대공사였다. 워낙 규모가 큰 탓에

없는 노릇이었다. 도요다는 오랜 단골 거래처

공사의 진척이 힘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인 경성방직과의 의리를 지키려 함인지 한 가

어려웠던 문제는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의

지 편법을 제안해 왔다. 그것은, 당시 도요다

부족과 방직기 도입의 지연이었다. 건물신축

가 중국의 청도(靑島)에서 분공장을 운영하며

에 필요한 기초재료인 철재와 시멘트를 전쟁

화북일대에 직기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통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달할 수 없는 실

생산된 직기를 납품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정이었다. 만주국 정부가 당초 건설자재는 조

한 가지, 청도의 분공장은 화북의 지정된 지역

선에서 구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공사를

외에는 직기를 수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

맡은 시공자들도 한결같이 시멘트 등은 경성

므로 천진(天津)까지만 수송할 터이니 그 후는

방직이 제공해 줄 것을 계약조건으로 내걸 만

재량껏 가져가라는 조건을 붙였다. 준공을 눈

큼 당시의 건설자재 품귀현상은 심각했었지만

앞에 두고 있는 남만방적으로서는 이같은 제

다행히 철재는 시흥에 방적공장을 지으려고

의나마 서둘러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었다. 그

했을 때 비축해 둔 물량이 있었다. 이미 금속

뒤 수송방법을 궁리한 끝에 완제품 상태의 직

류는 통제되어 있어서 시장에서는 구입할 수

기를 완전 분해하여 부품 형식으로 천진에서

도 없었으나, 1937년 만주국 정부로부터 방적

소가둔까지 수송하고 이를 다시 재조립키로

공장 설립허가가 조건부로 승인되었을 때 철

하였다. 이러한 난항 끝에 1차로 설치한 직기

재를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다. 허가 조건도 그

가 448대였다. � 106

렇고, 앞으로 금속류가 통제될 것을 예측해서
그랬던 것인데, 당시로서는 이것이 남만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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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생산의 안정

을 짓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시멘트

남만방적은 착공에 들어간 지 17개월 만인

는 영등포 방적공장 건설 때 남은 것 외에는

1941년 12월에 마침내 준공하게 된다. 우리 역

달리 구할 길이 없어 이에 고심하던 김연수는

사상 최초로‘우리 자본, 우리 기술’
로 외국 땅

조선총독부를 찾아가 시멘트 5,000톤을 확보

에 지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준공 후에도 난관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물자의 수송문제는

은 남아 있었다. 이번에는 일할 사람이 문제가

1,500톤 짜리 배를 세 척이나 빌려 해주(海州)

되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까지 옮겨 온

까지 운반한 다음, 대연(大�)을 거쳐 소가둔까

우리 민족 중심으로 생산직 사원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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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만주에서는 생

로 이민 온 동포들이 딸들을 멀리 떨어진 소가

산직 근로자를 구할 길이 없었다. 만주에 거주

둔까지 직공으로 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조선인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근로자로

수포로 돌아갔다. 이를 타개하고자 남만방적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의

은 일할 여자종업원을 국내에서 모집해 보기

나라에까지 와서 자신의 자녀들이 가정을 떠

도 하고 멀리 북간도까지 가서 모집해 보았지

나 기숙사 생활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

만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경성방

을 꺼려하였다.

직의 입장에서는, 남만방적이 단순한 기업확

때문에 남만방적은 어려운 과정 속에 공장

장에만 그치지 않고 만주지역의 동포들이 보

은 건설되었는데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시급

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

한 상황이었다. 고심하던 남만방적은 우선 경

표가 있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성방직에 근무하는 기술자와 여자 종사원들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타개책으

임시로 파견하여 생산 현장에 투입하였다. 그

로 남만방적은 동포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

래도 결국 인력의 수급에 차질이 있었고, 1943

회를 주고 동시에 그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찾

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아주자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두 가지 방법

있었다. 그러나 그 성장 속도는 빨랐다. 이미

중 전자는 부모들의 못 배운 한을 풀어주고 또

경성방직에서 우리 기술로 공장을 건설해 가

한 가난한 자녀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겠

동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생

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산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 결과 단시일 내에

남만방적은 노무과에 교육계를 신설하고

만주섬유공사로부터 3차에 걸쳐 생산장려상

최복현(崔福鉉, 후에 서울시 교육감을 지냄)으로 하

을 받을 만큼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했다.

여금 공장 내 학교를 이끌어가도록 하였다. 공

그러나 이때는 1941년 12월의 진주만 공격
이후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치르던 시기여서
첫 가동으로부터 훗날 해방으로 공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생산형태는 단순한 임가공(賃紡)

장 안에 학교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나자 동포
의 딸들이 많이 지원해 왔다. � 109
당시 회사가 종업원을 모집할 때 이 교육문

남만방적 공장학교의
수업모습

에 머물러야만 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만주도 일제의 통제를 받고 있어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없었고 생산된 제품을 판
매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4. 기업사상 최초의 사내학교 운영
1943년부터 정상적인 조업에 들어간 남만
방적에서 일을 시작한 기술자와 여공들은 경
성방직에서 임시로 파견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다. 애초에 만주에 산재한 동포의 딸들을
모집하여 직공으로 채용하려던 계획은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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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조건으로 내세워 노무자는 2년 계약으로
모집하였다. 공장 안의 교육은 초등부와 중등

제3절 종합면방직회사로
확장

부를 두어, 초등부는 6개월을 한 학년으로 하
제2부

여 4학년에 졸업을 하게 하고, 중등부는 1년을

◉
현황편

한 학년으로 하여 2학년에 졸업하도록 하였
다. 수업은 하루 4시간씩 이루어졌는데, 이 4

경성방직은 1919년 창립에서부터 광복을

시간은 공장측에서 2시간을 단축, 종업원은

맞기까지 일제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눈

자기 시간 중에서 2시간씩 할애하기로 하였

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창립 당시 직포공장

다. 따라서 하루의 공장 노동시간 12시간에서

을 영등포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1923년 직기

2시간을 교육시간으로 돌렸기 때문에 실제로

100대 규모로 출발한 후 1936년에는 방적공장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인 셈이었다.

을 신설하면서 방기 2만 1,600추, 직기 896대

하루 10시간 노동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중일전쟁의 발

일이었는데, 여기에는 공장학교를 운영하기로

발로 많은 애로를 겪었으나, 경성방직은 이 때

결정한 만큼 생산에 약간의 차질이 있더라도

에도 판로를 확장하며 회사의 발전에 진력을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하였다. 특히 1939년 만주 소가둔에 방기 3

려는 회사의 배려였다.

만 5,000추, 직기 1,000대 규모의 남만방적을

그리고 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은 경

설립함으로써 민족기업의 웅지(雄志)를 만주

성방직에서 파견된 젊은 직원들로, 이들은 모

벌판에 펼치게 되었다. 더불어 만주에 거주하

두 대학 혹은 전문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었

는 동포들의 생활 터전과 그 자녀들의 배움의

다. 이런 관계로 남만방적에서는 다른 공장에

요람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와 같이 공장장이니 과장이니 하는 직명으

한편으로 경성방직은 세 개의 조면공장과

로 부르지 않고, 여공들 역시 아무개 선생님이

면직물의 염색공장까지 갖추게 되어 면화에서

라고 불렀다.

면사∙면포∙염색∙가공∙봉제에 이르는 종

이러한 교육으로 공장 분위기는 하나의 가
정 혹은 학교처럼 인화가 잘 이루어져 화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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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 유일의 종합면방직회사

합적인 면방직회사로 그 기틀을 굳건히 다지
게 되었다. � 110

애하였다. 공장학교가 운영되면서 만주 전지

해방 직전 경성방직의 규모는 면사와 면포

역의 동포들 사이에서 남만방적의 인기가 높

를 생산하는 영등포공장을 위시하여 남천∙은

아졌다. 특히 딸을 가진 동포들은 아무리 먼

율∙평양 등 세 개의 조면공장, 의정부의 제

곳에 있어도 소가둔 남만방적에 딸을 보내고

사∙견직공장, 양평동의 고무공장, 쌍림동의

싶어했다.

봉제공장, 시흥의 염색가공공장, 그리고 만주

남만방적은 기업 사상 최초로 도입된 이 교

의 남만방적을 거느리는, 당시 조선에서는 찾

육방식에 상당한 정성을 쏟아 정식으로 학교

아볼 수 없는 우리 민족 최대의 기업으로 발돋

인가를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8∙15

움하였다. 시설규모를 보면 영등포공장은 방

해방으로 철수하는 바람에 그 기회는 무산되

기 3만 200추, 교육용 직기 9대를 포함해 직기

고 말았다.

1,129대, 세 개의 조면공장은 조면기 90대, 쌍

◉ KYUNGBANG - 90 YEARS HISTORY � 제1부 경방의 90년

림동공장은 공업용 재봉틀 50대 및 재단기 10

1926년부터는 중앙상공으로 상호를 변경하

대, 시흥공장은 염색가공기 37대를 갖추고 있

고 공업부와 상업부를 설치하였다. 공업부는

었다. 그리고 의정부공장은 220부(가마)의 제

고무공장을 전담했고, 상업부는 곡물을 취급

사기와 100대의 견직기를 갖추고 있었다. 이

하였으나 그 기간은 불과 2�3년에 불과하였

로써 경성방직은 면∙견의 종합적인 섬유제조

다. 그 후 1930년에 자본금을 10만원에서 100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만원으로 증자하였고, 1939년에는 만주사변

이처럼 시설이 확장되자, 생산량 역시 급속

과 중일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일제의 강압에

도로 증가하여 모체인 경성방직 영등포공장의

의하여 군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공장을 신설

직물 생산량은 1923년 3만 8,600여필에서

하였다. 이 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성방직은

1945년에는 48만여필로 성장했으며, 면사의

등목정(橙木町)과 신당정(新堂町)에 분산되어 있

경우도 마찬가지로 1936년에 1만여 곤(梱)이던

던 공장을 통합 이설하면서 경성방직 양평정

것이 1945년에는 배로 증가한 2만여 곤을 생

공장으로 명명하였다. 대지 1만평에 공장과 기

산하기에 이르렀다. 재무구조면에 있어서도

숙사 등 약 2,000평 규모의 이 공장은 고무

경성방직은 1934년 고정자산이 약 30만원이

신∙운동화∙방한화∙고무호스 등을 생산하

던 것이 10년 만인 1945년에는 무려 40배에

였는데, 이 모든 제품의 상표는
‘별표’
또는
‘스

가까운 1,173만여원으로 증대되었고, 자본금

타표’
로 통일되어 있었다.

경성직뉴에서 생산한
고무신, 운동화,

도 창립 당시 불입자본금 25만원에서 출발하

양평정공장은 당시 고무공장 중에서는 보

여 1945년에는 50여 배가 넘는 1,300만원으로

기 드물게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그

증액되는 눈부신 신장을 거듭했다.

규모에 있어서도 22인치 로울러까지 설치된

방한화, 고무 호스 등
모든 제품의 상표로
쓰인‘별’
표

조선에서 가장 큰 고무공장이었다. 종업원은

2. 고무공장과 봉제공장

약 500명으로 이 중에서 100명 정도가 기숙사

경성방직은 1944년 10월 경영의 내실을 기

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당시는 공장들이 생고

하기 위하여 중앙상공주식회사(中央商工株式會

무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

社)를 흡수∙합병하였다. 중앙상공은 1926년

무공업조합연합회에서 생고무를 일괄 구입하

경성직뉴에서 상호를 변경한 회사였다. 경성

여 각 공장에 배정∙배급하였고, 생산제품도

직뉴는 1917년에 김성수가 인수한 후 소폭 역

이 연합회에서 검수하여 배급기구를 통해 실

직기를 도입해 옥양목(玉洋木)의 생산을 개시

수요자에게 배급했다. � 112

하였으나 일본제품에 밀려 운영이 여의치 않

당시는 생고무 또한 이미 품귀현상을 빚고

자, 1921년부터 염색으로 주요 업종을 변경하

있었기 때문에 헌 고무신 등을 재생하여 사용

였다. 1922년에는 경성직뉴의 경영을 맡은 김

하였다. 이에 따라 의정부공장은 생고무를 절

연수가 재건을 모색하던 중, 당시 고무공업이

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등포공장에서 생산한

새롭게 일어나는 데 자극을 받아 12월에 고무

면포를 이용, 운동화나 작업화를 주로 만들었

공장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고무

다. 고무호스는 광산의 배수용으로 많이 나갔

신 생산이 주력이었으나, 1923년부터는 타이

는데, 철도국에서도 열차 연결용으로 대량구

어까지 생산하였다.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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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이 공장은 1947년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공

에 다시 남녀 학생복 생산을 재개하였으나, 면

장의 시설이 대부분 소실되면서 복구가 불가

직물이 통제되어 원단이 품귀현상을 빚던 무

능하게 되어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그리고

렵이었기 때문에 학생복을 등목정공장에서 직

경성방직은 등목정과 수은정(授恩町)에 분산되

접 만들지 않고 군소 피복공장에 면직물을 주

어 있던 피복공장을 인수하면서 수은정공장을

어 위탁가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방 후에도

폐쇄하고 그 시설 일체를 등목정으로 이설, 경

학생복을 주로 만들었으나, 1948년 원료난으

성방직 등목정공장으로 불렀다.

로 공장을 폐쇄한 후 다시 문을 열지 못했다.

◉
현황편

이 공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성품의 학생
복과‘아리랑 다비’
라 불리던 버선을 생산하

3. 염색∙견직∙조면공장

던 공장이었지만, 1942년경부터 일제에 의해

경성방직이 면사포의 염색 및 표백가공공

강제적으로 군수공장이 되고 말았다. 일제는

장을 가지려는 계획은 1933년부터 있었다. 당

전쟁의 확대로 군복이 대량 필요하게 되자, 용

시는 조선물산장려회에서 국산품 애용을 호소

산에 있던 육군창고에서 군복지를 주어 피복

하면서 색깔 있는 옷을 권장하던 시기로 이미

을 만들도록 하였다. 시설은 공업용 동력 51호

중역회의에서 염색가공공장의 설립을 결의한

재봉틀 80대, 단추구멍 만드는 재봉틀 10대,

적이 있을 정도로 이 분야의 진출에 지속적인

재단기 10대 정도의 규모로 직공 수는 약 200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영등포공장의

명이었다.

확장과 방적공장의 신설 등으로 염색공장에

경성방직이 1944년에 이 공장을 합병할 당

대한 계획은 자연히 뒤로 미뤄졌다가 다시 논

시에는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인수 직후

의된 것은 1941년이었다. 그리하여 방적공장

별표 고무신을 생산하던
양평정 고무공장과
고무신 생산현장

의 신설을 위하여 매입해 놓았던 시흥군 동면
독산리(禿山里)에 면포의 염색 및 표백가공을
하는 염색공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공
장의 신설이나 증설은 거의 가망이 없었지만
염색공장은 군수품 염색에 절대적으로 필요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당국의 허가를 받아
낼 수 있었다. 다만 기계는 신품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중고품을 수집하여 공장을 세워야 한
다는 조건부였다. � 114
경성방직은 1942년부터 염색공장 건립에
필요한 중고 기계류 및 부대시설을 일본 각지
에서 끌어 모으기 시작했다. 염색에 관련된 설
비는‘섬유공업 설비에 관한 상공성령(商工省
令)’
으로 규제가 엄격하였지만, 그 어려움 속

에서도 공장 건축 및 기계설치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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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에 공장이 완공되었고, 1945년 1월부터

제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115만원을 추가로 투

는 가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입하여 총자본금을 130만원으로 늘리고, 업종

그러나 공장 가동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

도 기존의 생사에 견직을 추가하였다. 주식 총

했다. 전시경제체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원자

수 2만 6,000주 가운데 2만 2,900주를 인수,

재 수입이 극도로 제한되는 바람에 염색표백제

동광제사의 경영권은 자연히 경성방직으로 넘

를 구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일제는 이러한 사

어 왔다. 인수 직후 경성방직은 숭인정공장을

정은 짐짓 외면하고, 그들의 중요한 군수품 중

폐쇄하고 양주군 의정부읍 가릉리에 공장을

의 하나인 군복의 염색을 강요해 왔다. 일제의

신축하고 견직도 겸하게 되었다. 그 후, 곧 자

명령, 더구나 전시하에서 군수품 조달을 거역

본금을 70만원 증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원료

이 가운데 본회사의 출자액이 192만원으로

난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사

총주식 4만주 가운데 3만 8,400주를 소유하기

태가 벌어진 것이다. 생각다 못해 군복과 비슷

에 이르러 1944년 동광제사를 경성방직이 흡

한 색을 낼 수 있는‘신나무 열매’
를 따다 물에

수 합병하기에 이르렀다.

불려염색하는등위기를모면하기도하였다.

경성방직이 동광제사를 합병하여 의정부공

이 무렵 시흥공장은 하루에 400필 정도의

장으로 발족할 당시 대지 1만 9,472평에 공장

광목을 염색 처리했다. 그러나 생산능력은 이

과 부대건물이 약 6,000평에 달했다. 주요 설

보다 훨씬 높아서 월 4만필을 처리할 수 있는

비로는 제사기(製絲機) 220부(가마), 견직기 100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이었다. 시설규

대 규모였으며, 직원 30명 외에 공원이 450명

모는 정련기(精練機) 3대, 침염기(浸染機) 22대,

있었는데, 3분의 2가 기숙사를 이용하였다. 이

수세기(水洗機) 4대, 폭출기(幅出機) 2대, 건조기

무렵에는 전시체제로 인해 면화의 공판제처럼

(乾燥機) 6대였으며 종업원은 400명이었다. 이

누에고치도 각 공장의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

공장은 해방 후 원료난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었다. 의정부공장의 관할구역은 경기도의 양

있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에 모

주군, 광주군, 포천군, 김포군, 개풍군과 강원

든 시설이 복구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

도의 평창군, 정선군 등 7개군이었다. 이 가운

고 말았다.

데 양주군, 광주군, 포천군, 평창군, 정선군 등

의정부공장은 원래 동광제사주식회사(東光
製絲株式會社)에 소속되어 있던 공장이었으나,

평양조면공장.
한때 1천만근의 면화를
취급하기도 했다.

5개군은 특히 생산량이 많은 곳으로 주목되던
곳이었다. � 115

1944년 10월 1일에 경성방직에 합병되었다.

누에고치의 수매도 면화 수매와 비슷하여

동광제사는 1935년 조선제사주식회사로 발족

군에서 검사원이 나와 생산자와 공장측을 입

된 자본금 15만원, 총주식수 3,000주의 소규

회시킨 가운데 등급과 수량을 결정하였다. 등

모 회사였다. 이 중 경성방직의 지분은 600주

급은 특등에서 1∙2∙3등까지 있었는데, 특등

였다. 이 회사는 숭인정(지금의 동대문구 숭인동)

품만을 제사(製絲) 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다. 견

에 생사(生絲)공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경영난

직물도 자유판매는 허용되지 않아 검사소의

에 허덕이던 동광제사측에서 경성방직에 인수

검사를 필한 후 합격품은 일본 등의 외국에 수

요청을 해온 것이다. 1941년 경성방직은 동광

출되고, 불합격품만이 국내에서 소비되었다.

중앙상공주식회사
오우회(五友會)의
제1회 야유회기념
(193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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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편

제2부

생사가 부족할 때는 면사와 혼직되는 경우도

입난이 가중되자 급기야 낙면(�棉)까지 사용

있었다. 해방 후에도 공장이 계속 가동되었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를 타개하

나, 안타깝게도 6∙25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

기 위하여 1940년에는 제면과 조면을 주업종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으로 하던 삼성제면(三盛製綿)과 손잡고 조면공

◉
현황편

한편, 1930년대 후반에 이미 두 개의 조면

장만을 별도로 분리,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회

공장을 확보하고 있던 경성방직은 원면의 구

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회사가 삼
성면업주식회사(三盛棉業株式會社)인데, 그 자
본금은 19만 5,000원으로 소규모였다. 원래

잊을 수 없는 일

삼성제면의 대표였던 이병균(�秉均)을 대표
로, 경성방직의 오계선(吳桂善)과 장세형(張世

만주출장 특명받고 안동에서 보낸 사흘

衡)이 각각 취체역과 감사역으로 경영에 참여

하였다.
내가 만주 남만방적에서 경방으로 전근해 온 것은 1943년인데, 그후로는 다시 소

여기서 취급된 실면(實棉)은 연간 200만근

가둔에 가보지 못하고 말았다. 8∙15 전에 꼭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정도였지만, 면화가 품귀현상을 빚는 때여서

소가둔에는 끝내 못 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일본의 패색이 짙어가던 1945년 8월 초순, 그때 영등포공장 직포주임이
었던 내게 만주 출장 특명이 내려졌다. 방직공장에는 필수품인 셔틀이 영등포공장

경성방직으로서는 이나마도 소중한 것이었다.
삼성면업은 설립 당시부터 경성방직의 자금지

에서는 바닥이 났던 것이다. 전세가 악화되어 일본으로 전혀 배가 다닐 수 없었으

원을 받았다. 이듬해에도 경성방직의 면화 수

므로 수입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궁리하던 끝에 남만방적에 가서 셔틀을 가져오기

매기에 30여만원을 투자하는 등 경영을 도와

로 결정한 것이다. 그 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또한 만주의 지리에도 밝은 내

주고 있었지만 경영상태가 계속 호전되지 않

가 만주 출장 적임자로 뽑히게 되었다.
회사의 특명을 받은 나는 8월 9일, 착잡한 심정으로 만주 소가둔을 향해 출발했다.

아 1943년에는 공장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되었

우리 회사에서는 셔틀을 가지고 오는 일이지만, 만주는 외국이므로 그곳에서 물건

다. 이같은 사정을 알게 된 조선방직(朝鮮紡織)

을 가져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밀수였다. 그래서 세관에 바칠 세금 겸 뇌물로 광

은 재빠르게 삼성면업의 매수공작을 벌여, 이

목 5필 을 준비해 가지고 떠났다. 마침 만주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안동(安東)세관

조그마한 공장을 놓고 조선 최대의 두 대기업

에는 고향 선배가 계셨기에 그 분을 믿고 준비한 것이다.
그런데, 안동에서부터는 올라가는 열차가 없었다. 이미 만주 북부지방에 소련군이

이 뜨거운 인수경쟁을 펼치게 된 것이다. 그러

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남행열차만이 사람들을 가득가득 싣고 올 뿐, 북행열

나 삼성면업은 차라리 같은 민족에게 넘기는

차는 끊어진 것이다. 어떻게든 소가둔까지 가서 셔틀을 가져 오겠다는 일념으로 일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1943년에 경성방직에

본 영사관에도 가보고 안동 세관에도 전화를 해 보았지만 전혀 불가능했다.

그 주식 전부를 넘겼다.

안동에서 사흘 동안 배를 쫄쫄 곯으며 기다려 보았지만, 소가둔에 간다는 일은 도

경영권을 인수한 경성방직은 1943년 11월

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8월 12일 빈손으로 서울에 되돌아오고 말았다. 힘
들게 가져 간 광목도 버린 채. 그날이 8월 14일이었다.

삼성면업을 해산하고 평양조면공장(平壤繰棉工

다음날 8월 15일 영등포공장에서 라디오를 통해 항복 뉴스를 들었다. 공장은 작업

場)으로 재발족시켰다. 이 공장은 조면기를 40

을 중단했고, 모두들 기뻐서 만세를 부르며 밖으로 뛰쳐 나갔다. 나는 김병운(�丙

대까지 증설하여 한창 때는 1,000만근의 면화

運)차장과 함께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영등포 일대를 누비며 감격

를 취급하기도 했으나, 1945년 광복과 함께 국

에 젖었다.

토가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남천∙은율조면
김지봉(�枝鳳, 퇴직 당시 의정부공장 부공장장, 1940~1949 경방 근무)

공장과 마찬가지로 경성방직의 손을 떠났다.
� 116

99

◉ KYUNGBANG - 90 YEARS HISTORY � 제1부 경방의 90년

제1부

제4장

역사편

시련과 도전
1945~1959

제1절 역사의 질곡(桎梏)
속으로

등포공장 하나뿐이었다. 특히 심혈을 기울여
이룩해낸 남만방적의 포기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 123

1. 해방과 혼란

남만방적의 경우 당시 모두 새 기계에 창고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에서는 일왕

마다 재고품이 가득 쌓였지만, 경성방직 경영

(日王) 히로히토(裕仁)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

진들은 눈물을 머금고 공장철수를 지시했다.

나왔다.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내용이

이 과정에서 당시 지배인 대리였던 오계선(吳

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지 3년만

桂善)이 봉천 철도국장을 만나 남쪽으로 가는

에 패전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화차 10량을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산

일본의 점령 하에 놓인 나라들의 해방을 뜻하

설비는 고사하고 재고품도 다 싣기가 어려웠

는 것이었다. 해방의 기쁨은 한반도는 물론 멀

다. 이 소식을 들은 경성방직은 설비와 재고품

리 만주에도 메아리쳤다.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사원들을 무사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부

히 데려오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피

르며 환호했지만, 그런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땀을 흘려가며 수년 동안 발전시켜 온 기업과

는 못했다. 해방과 함께 38선을 경계로 미군과

재산을 포기하고 그간 함께 일해 온 사원과 그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남과 북의 왕래가 어려

가족 등 4,000명을 선택한 것이다.

워진 것이다. 경성방직으로서는 힘들게 이루

그들의 귀국길은 1945년 8월말 경부터 3차

어놓은 만주의 남만방적을 비롯해 남천∙은

로 나뉘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자 사원들을

율∙평양의 세 조면공장의 관리가 불가능하게

중심으로 한 1차 귀국길부터 그 여정은 험난하

되어 경영의 또 한번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기만 했다. 이미 확보해 놓은 열차가 소가둔역

더욱이 38선 이남의 시설들도 시흥염색공장

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발이 묶이는 바람에

은 해방 직후의 원료난으로 문을 닫게 되고,

소련군 몰래 다른 열차를 타는 것을 시작으로

양평∙의정부∙쌍림공장도 원료난과 화재 등

몇 번씩이나 교통편을 바꿔가며 발길을 재촉

으로 가동이 정지됨으로써 남은 것은 단지 영

해야 했다. 또 2차에는 사택의 부녀자와 어린

직포공정 작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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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이들이 1차와 같은 고생을 겪어가며 귀국하였

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 마지막으로 10월말 경에 남자사원과 간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노조에 회사

들이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무려

경영권을 넘겨줄 터이니 직접 경영해보라고

4,000여명에 달하는 사원과 그 가족들이 별

선언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사고없이 조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같은 대응은 영등포공장의 소요사태를 마무

◉
현황편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자 경성방직으로서는

리 짓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다. 당시 경성방직의
상황으로서는 그 많은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야 했기 때문이다.

8.15 해방을 맞이하여
환호하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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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만% 특별상여금과 새로운 출발
소요사태를 마무리지은 경성방직은 판매수
익금의 2할 범위에서 전 사원들에게 해방기념

이런 가운데 경성방직에서는 인재(人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상여금

반란이 일어나 또 하나의 시련을 겪기도 한다.

은 해방을 기념하는 뜻과 함께 타 회사처럼 종

해방 당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

업원들이‘재고품 나눠먹는 일’
도 없었던 것

화의 물결이 요동치는 가운데 노조운동이 활

에 대한 회사측의 배려였다. 이 때 회사에서 지

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인들이 소

급한 상여금은 사원의 경우 5,000원에서 2만

유하고 있던 방직공장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

원에 달했는데, 이 금액은 당시 급여의 100배

한국인 종사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자치관리

에 달하는 것으로 이 상여금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처 철수하지 못한 일본

날까지도자랑스러운회상으로간직하고있다.

인 경영자들에게 공장의 인계와 재고품의 분

한편, 노조 간부들을 불러 경영권을 내놓겠

배를 요구했다. 이같은 상황은 민족기업이었

다고 한 김연수의 말은 단지 노조에 대한 엄포

던 경성방직에는 초기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나 회유책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해방공간

그러나 당시 사회적으로 번져가는 좌∙우사상

에서 자신의 입지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생

의 바람을 타고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朝鮮

각을 거듭하던 김연수는 경성방직을 위해서도

勞動組合全國評議會. 약칭 全評. 조선노동당의 대중

이제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

조직 중 하나)가 결성돼 직원들의 파업을 부추

론을 내리고 사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는 한편 재고품의 분배와 함께 경영권까지

우리 현대사에 있어 파란만장했던 1945년

요구하면서, 해방 이후 의연하게 조업을 계속

이 기울어가던 12월 29일에 경성방직에서는

하던 경성방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

제37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김연수는 이 자리

기 시작했다. � 126

에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사장직에서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자, 김연수는

물러났다. 형인 김성수의 권유에 따라 경영을

9월 하순에 간부사원을 모아 놓고 해방을 맞

맡은 지 23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한 지금에는 회사설립 정신이었던‘우리 자

이어 당시 전무취체역을 맡고 있던 최두선(崔

본, 우리 기술로 우리의 옷을 짜서 입자’
라는

斗善)이 제3대 사장으로 임명된다.

자립경제의 지상명령이 그 사명을 다한 것이

극도로 혼란했던 1945년이 지나고 새해가

라고 선언했다. 또한 앞으로 조국번영에 일익

되었으나 경성방직은 여전히 어수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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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벽두부터 주동력원이었던 석탄이 제

식회사 지배인 대리로 자리를 옮겨 취체역

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계가 서야 할 위기에 처

(1930), 전무취체역(1935)을 역임하였다. 당시

하게 되었다. 군정당국에 호소한 끝에 겨우 자

중앙상공은 1929년의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유반입을 허가 받아, 삼척에서 배편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는데, 경영책임을

5,000톤의 석탄을 자력으로 운반해 와 위기를

지고 물러난 김진헌(金鎭憲)의 뒤를 이어 지배

모면하였다. 그러나 겨우 석탄 수급문제를 해

인이 된 김용완은 판매에 발벗고 나섰다. 그는

결해 놓을 즈음 이번에는 본사 사옥이 화재로

지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양복 대신 두루

소실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할 수 없이 본사를

마기에 회사의 주력상품인 고무신을 신고 전

명동에 있던 섬유회관으로 옮겼다가 본사 사

국 각지는 물론 만주까지 드나들며 직접 주문

옥의 보수를 서둘러 1개월 후에야 되돌아오기

을 받아왔다. 고무신을 사 신은 지 6개월 내에

도 했다. 이 해 6월에는 또 최두선 사장이 동아

문제가 생기면 새 신으로 교환해주는‘고무신

일보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 그 후

품질 6개월 보증판매제’
라는 당시로서는 파격

임으로 김용완(金容完)이 제4대 사장으로 취임

적인 판매기법으로 1년만에 판매실적을 3배로

하게 되면서 경성방직은 1960~70년대 또다른

끌어올렸다.

성장을 예고하게 된다. � 128

해방후 전평의
활동으로 시위에
참가하는 여공들

그 결과 판매실적 1위를 달리던 대륙고무를

1904년 충남 공주에서 출생한 김용완은 중

크게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년 간에 걸쳐 누

앙학교(中央學校)를 거쳐 일본광도고등사범학

적된 적자를 해소하는 경영능력을 보이기도

교(日本廣島高等師範學校) 수리과를 졸업하고

했다. 약 9년 동안에 걸친 중앙상공 시절을 마

1929년에 귀국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농촌

감하고 경성방직 지배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

에 학교를 세워 농민문화운동을 하는 것이 꿈

은 1938년 9월이었는데, 이때부터 중일전쟁으

이었으나, 작은 처남인 김연수와 당시 중앙학

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원면 확보에 수완을 발

교 교장이던 최두선의 권유로 사업가의 길로

휘하기도 했다. 1944년부터는 상무취체역을

들어섰다. 현 삼양사의 전신인 삼수사(三水社)

맡아 경성방직은 물론 남만방적의 경영에도

에서 잠시 근무하다 1929년 11월 중앙상공주

깊숙이 관여해 오고 있었다.
1949년 11월 12일
창립 30주년
기념식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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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쟁의 소용돌이

제1부
◉
역사편

제2부

만원을 인출해 왔다.

해방이후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도

경성방직 직원들이 피난길에 오른 것은 서

1948년 8월 15일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

울이 완전 함락되기 직전인 28일 새벽이었다.

립된다.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새로 건국된

경찰서를 통해 한강철교가 폭파되었다는 소

것이다. 그것은 약 4,400년 이 땅에 세워진 단

식과 함께 부랴부랴 단체로 피난길에 오른 것

군왕검의 고조선(古朝鮮) 이후, 지속적으로 이

이다. 이날 2~300명에 이르는 경성방직 사원

어져 내려오던 절대군주제의 왕권(王權)이 사

일행은 인솔자인 부공장장 강창섭(姜昌燮)의

라지고, 민주주의라는 제도아래 국민이 스스

지시에 따라 안양을 거쳐 수원 근교까지 함께

로 주권(主權)을 갖는 나라를 의미했다. 그러나

행동했으며,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각자

신생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전쟁이라는

피난지를 찾아 해산하였다. � 133

◉
현황편

시련을 맞게 된다.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비교적 피해가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6∙25의 전

1950년 6월 25일 오전, 그 시각 경성방직

황은 불과 개전(開戰) 4일만에 서울이 함락되

영등포공장에서는 사내 체육대회가 벌어지고

고, 3개월만에 대구∙부산 등 경상도 일부지

있었다. 새벽 4시를 기해 북한이 38선 전역에

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북한군의 군화발

서 남침을 개시했지만, 그때까지도 영등포 부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15

근에 사는 시민들은 전쟁의 심각성을 아무도

일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28일에 서울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영등포공장

수복함에 따라 전선은 38선 이북으로 옮겨갔

에서는 27일까지도 정상조업을 하고 있었으

다.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던 김용완은 서

며, 라디오를 통해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울이 수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편으로 부

김용완 사장만이 하루 전인 26일 의정부공장

산을 떠나 29일 밤 인천에 도착, 다음날 화물

에 전화를 걸어 그곳 공장에 보관돼 있는 장부

차편으로 영등포에 들어왔다. 공장은 대부분

등 중요 서류를 시흥공장으로 옮길 것을 지시

불에 타서 앙상한 철골만이 기계를 덮고 있었

했다. 의정부공장이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지

다. 김용완은 공장 재건을 위해 흩어져 있던

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27일에는 임금을 하루

직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이 복구

앞당겨 지불하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가 3,000

작업이지 전쟁의 와중에서 복구작업이 제대로

적었던 직포공장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소실
되지 않고 남아 있던 직포공장 내의 방기
4,600추의 설치를 서두르는 한편, 일부 직기
를 가동시키기도 했으나 100여명에 불과한 종
사원들에게는 이나마도 벅찬 일이었다.
그러나 어렵게 복구 작업을 강행하던 그해
12월 하순, 중공군의 개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용완과 경성방직 직원들은 또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그러나 그마나 다행인 것은 이번
피난길에서는 공장에 남아 있던 직기 224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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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림공장의 재봉기 수십대 및 잔존 제품 일부

체가 파괴되었거나 불에 탔다. 그래도 그나마

를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가

다행스러웠던 것은 영등포공장 내 있던 직포

1951년 1월 4일이었다. 1월 중순경 부산에 도

공장은 화를 면해 직기 1,129대와 그곳에 보관

착한 일행은 부산시 중앙동에 임시사무소를

해 두었던 방기 4,600추는 전쟁의 피해를 모

설치하였다.

면할 수 있었다. 전쟁이 30년 동안 이루어 놓
은 경성방직의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잿더미
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1951년 3월, 서울이 재수복되었으나 전황은

제2절 폐허가 된 생산시설

아직 유동적이었다. 때문에 김용완 사장과 경
성방직 직원들은 4월 말이 돼서야 서울로 올

6∙25는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이

라올 수 있었으며, 공장 재건을 위한 복구작업

었다. 사상 유례없는 동족상잔으로 모두가 피

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9월이 돼서야

해자가 되어야 했다. 피난과 수복을 거듭한 전

였다. 공장 모습은 1∙4후퇴 당시 그 모습 그

쟁으로 말미암아 남북은 약 150만명의 사망자

대로였지만, 그곳엔 이미 영국군 공병중대가

와 360만명의 부상자를 냈고, 전 국토의 황폐

주둔하고 있어 공장 내 출입조차 어려운 상황

시설이 파괴된 영등포공장

화를 가져왔다. 남한의 경우, 부산일원을 제외

이었다. � 139

▲폐허가 된 영등포공장

▲▲6.25전쟁으로 직포
공장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재건작업을 시찰하는 동은

한 전지역의 산업시설이 철저히 파괴되었다.

공장시설 대부분이 불에 타버려 무엇부터

면방공업을 비롯한 섬유공업이 6∙25의 피해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영등포공장의

를 특히 많이 받은 이유는 섬유공업이 전쟁 당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무렵, 경성

시 남한공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근대적

방직에서는 의정부공장의 정리작업도 병행하

인 대규모 공장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다.

게 되는데, 당시 의정부공장에서 취합한 트럭

우리의 면방직공업은 전쟁 전에 방기 31만

13대분의 기계∙ 철재류와 제사기 등은 몇 개

6,572추, 직기 9,075대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

월 뒤, 영등포공장의 복구자금으로 요긴하게

었는데 전쟁 중에 방기는 전체의 약 70%인 21

쓰이기도 했다.

만 7,980추, 직기는 62%인 5,687대를 잃었다.

영등포공장의 복구작업은 착수한 지 3개월

그 피해는 경성방직에도 현실로 다가왔다.

이 지났는데도, 그 끝이 보이질 않았다. 제집

영등포의 방직공장을 비롯해 시흥의 염색공장

처럼 공장 내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의 눈치

과 쌍림의 피복공장, 의정부의 제사공장 등이

를 보아가며 100여명의 종사원들이 복구작업

모조리 불타버린 것이다. 영등포의 방직공장

에 박차를 가했지만, 군부대 안으로 대형 복구

은 9∙28 수복 직전 북한군이 도주할 때 공장

장비의 반입이 안되어 작업 진행은 지지부진

에 방화한 것이 기름통으로 옮겨 붙어 방기 3

했다. 본격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영국군의 조

만 200추 가운데 2만 5,600추가 소실되었으

속한 철수가 우선이었다. 다행히 1951년 11월

며, 시흥공장은 건물 외에 염색 및 표백가공시

28일 영국군이 영등포공장을 경성방직에 넘

설 전부, 그리고 의정부공장은 건물 외에 제사

겨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12월

기 220부(가마), 견직기 100대 및 부대시설 일

초부터 재건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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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지만, 공장복구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

사장이 관계기관을 쫓아다니며 융자금은 오직

요했던 것은 자금이었다. 당시 경성방직의 부

공장복구에만 투입될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그

산 임시사무소에서는 한국저축은행(韓國貯蓄銀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제 추가 대

行, 현 제일은행)에 9억 6,000만원의 융자를 요

출은 고사하고 대출받았던 2억원의 변제가 시

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아서 우선 자기자금

급한 상황이었다.

◉
현황편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복구작업을 추진하
고 있었다.

김용완 사장은 우선 1951년 10월에 대구로
이송했던 의정부공장의 기계류와 생사, 그리

정부는 경성방직을 야당계의 회사로 지목

고 영등포공장에 있던 직기 224대를 처분하라

하고 있어 만일 융자금이 나가면 그 돈이 정치

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2억원의 복구자금

자금으로 쓰여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 모아졌으나 융자금을 변제하고 나니 고작

김용완 사장은 재무부, 상공부, 한국은행 등을

4,000만원이 남았다. 부족한 복구비를 마련하

찾아다니며 공장복구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기 위해 김용완 사장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승

마침내 1952년 2월 13일 융자금 신청에 대한

용차까지 내놓는 등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무엇

승인을 얻어냈다. 신청액 9억 6,000만원 가운

이든 내다 파는 한편 부족한 자금은 사채를 끌

데 3억여원이 삭감된 6억 4,800여만 원이었으

어 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등포공

며, 1차분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장의 복구작업 열기는 뜨겁기만 했다. 당시의
복구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으며, 종사원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외신에서 대서특필하기
까지 했다. � 141

제3절 난관 속의 복구와
재건

기술적인 애로도 적잖이 문제가 되었다. 전
쟁으로 파손된 설비를 복구하는 것은 회사 설
립 초창기에 기계를 들여와 설치하거나 을축년

1. 신념으로 이루어낸 눈물의 시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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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丑年) 대홍수때처럼침수된기계를수리하는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진 대출의 기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때는 정해진 순서에

쁨도 잠시뿐이었다. 대출자금을 바탕으로 공

의해 조립을 하거나 부품을 해체하여 닦아 원

장복구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던 2월

래 상태로 복구하면 되었으나, 전쟁으로 파손

하순경, 한국저축은행에서 아직 대출되지 않

된 설비를 복구하는 일은 깨어지고 망가진 부

은 융자금 잔액에 대한 대출 동결과 함께 이미

품들을 다시 만들고 이를 가공하는 등 그 고초

대출된 2억원을 6개월 안에 전부 변제할 것을

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래도 기

요구해 왔던 것이다. 당시 현직 부통령이었던

계를 한 대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는 목공도 되

경성방직의 설립자 김성수가, 이승만 대통령

고, 주물공도 되고, 선반공이나 기계공도 되어

에 반대하는 야당의 거두라는 점에서 취해진

야 했다. 그러나 기계생산업체도 아닌 경성방

정치적 압력이었다.

직의 노력에도 한계는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

대출 중단은 이제 막 복구작업에 나선 경성

낸 방법 중 하나가 우방 각국의 방직공장에 편

방직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김용완

지를 띄워 기계수리 및 복구작업에 따르는 기

◉ KYUNGBANG - 90 YEARS HISTORY � 제1부 경방의 90년

술 문제를 문의, 그들로부터 관련 서적을 제공

구입할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경성방직이 실

받거나기술적인자문을받기로한것이었다.

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임가공(賃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복구작업이 진행

紡) 밖에 없었다. 4월의 시운전 때 사용했던 원

된 영등포공장은 마침내 1952년 4월 11일부터

면도 임가공을 위해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10여일 간의 시운전 기간을 거친 뒤 4월 21일

것이었다. 당시 국내의 원면 사정은 다른 공장

에야 정상작업이 시작되었다. 해방 전 직포공

들의 복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좋은 편이었다.

장 내에 설치했던 4,600추에 추가로 복구한

대한방직협회(紡協)에서는 국내면을 취급하지

2,400추를 합쳐 모두 7,000추의 방기와 사용

않을 정도로 원조 면이 남아돌고 있었지만, 경

가능한 284대의 직기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성방직의 원면 배정 요청은 번번이 묵살되었

◀◀◀ /◀◀동은을

것이다. 6∙25 직전의 방기 3만 200추, 직기

다. 이 역시 야당의 거목으로, 이승만 정권에

1,129대에 비하면 형편없이 줄어든 규모였지

반대해 부통령을 사임한 설립자 김성수에 대

만, 혼타면기에 원면을 넣고, 제품이 생산되어

한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었다.

나오자 직원들 모두는 감격에 겨워 환호성과

경성방직으로서는 은행대출 중지에 이어

함께 눈물을 흘렸다. 훗날 김용완 사장은 그날

다시금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

의 상황을 이렇게 술회한 바 있다.

같은 상황은 1952년 5월, 김용완 사장이 우리

“첫 시운전을 갖던 날 전 중역이나 종사원

나라의 인플레이션 문제와 경제안정대책을 토

들은 모두 감격하여 눈물의 시동식을 갖게 되

의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내한한

었다. 나는 종사원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마이어 특사를 만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를 느꼈고, 내 일생 동안 그 때의 그 일은 잊을

일정 중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하는

수 없을 것이다.”� 142

오찬 모임이 있었는데, 때마침 전용순(全用淳)

비롯한 모든 경성방직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없이 복구에
매달렸다.
▲직포공장에
방직기를 설치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는 모습

회장이 부재중이어서 부회장를 맡고 있던 김

2. 힘들었던 원면 확보

용완 사장이 대신 참석하면서 풀리게 된다. 오

성공적인 복구작업으로 공장은 가동에 들

찬석상에서 경성방직이 화제에 오르자 김용완

어갔으나 문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었다. 무엇

사장은 원면 난으로 곤란을 겪는 회사의 실정

보다 원면 확보가 시급했다. 다른 회사들은 은

을 설명하게 되고, 그 후 그 자리에 함께 배석

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원면을 구입했으나

했던 UNCAC(주한 국제연합군 민사처)의 로렌

융자를 받지 못한 경성방직으로서는 원면을

대령이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UNCA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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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할테니 경성방직에 대해 원면을 대여해

의 재건계획은 6∙25 이전의 수준으로 생산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9개월분의 원

비를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재생

면을 무이자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능한 기계에 대한 복구에서, 파괴된 기계만

제2부

큼의 새로운 설비도입이 추진되어 방기의 도

◉

3. 힘겨웠던 복구작업

현황편

입 및 설치에 주안점이 주어졌다.

1953년으로 접어들면서 휴전의 기운이 무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52년 12월,

르익는 가운데 전쟁으로 야기된 혼란과 모순

정부는 1953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지속될

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도처에서 나타났다. ‘면방직공업 부흥요강’
을 발표했다. 방기 39
먼저 정부는 1953년 2월 14일,
‘긴급통화조치

만 8,000추와 직기 8,522대의 신설을 통해 면

령’
을 발표하여 기존의 화폐단위인‘원(圓)’
을

사 1억 1,000만파운드와 면포 2억 4,000만야

‘환( )’
으로 표시하는 동시에 100 : 1로 액면

드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이 계획은

절하를 단행하였다. 아울러 전후 복구에 필요

국민 1인당 면사 1.84파운드와 면포 12야드의

한 막대한 자금의 일부를 시중자금으로 조달

보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계획의 일

하기 위하여 예금자산의 일부를 강제로 동결

환으로 1951년 1월 3일에 발족된 UNKRA(유엔

해 생산자금화를 기했고, 화폐 자산의 분포 및

한국 재건단)가 28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1953년에 방기 5만 5,440추, 1954년에는 16만

이 조치로 인하여 경성방직의 자본금도 1억원

5,008추가 도입∙설치되었다. 또 1955년에는

에서 100만환으로 액면절하되었으며, 납입자

방기 2만추, 직기 1,500대가 도입되었고, 1956

본금은 60만환이 되었다.

년에는 정부가 지원한 550만달러로 태창방직

또 7월 27일 휴정협정이 조인되고 8월 15일
에는 부산에 있던 정부가 서울로 환도함에 따

1953년 1차 재건이 완료된
영등포공장
(방기 12,600추, 직기 4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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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昌紡織)에 방기 5만추, 직기 1,200대가 설치

되었다. � 145

라 경성방직도 동란 중 일부 소실된 광교 본사

이같이 태창방직을 비롯한 모든 면방공장

건물을 개축하고 부산의 임시사무소와 영등포

들이 생산설비의 증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공장에 분산되어 있던 본사를 광교 사무실로

경성방직만은 예외였다. 1953년부터 3년에 걸

옮기게 된다. 이 무렵 경성방직의 공장복구 작

쳐 UNKRA자금으로 도입된 혼타면기∙정방

업은 계속되어 1953년 10월까지 제1차 재건계

기∙직기가 경성방직에는 배정되지 않았던 것

획이 완수되었다. 방기의 경우, 1952년 4월의

이다. 특히 1954년에 도입된 혼타면기의 경우

시운전 이후 5,600추가 추가로 복구되어 1만

에는 이 자금을 지원한 UNKRA가 사정을 딱

2,600추가 되었고, 직기는 164대가 복구되어

하게 여겨 3대 중 1대를 경성방직에 배정하도

448대가 되었다.

록 제의까지 했으나 정부측의 반대로 무산되

1953년에 제1차 재건계획을 끝마친 경성방

었다. 심지어 도입 대수를 한 대 늘릴 테니, 그

직은 1954년에 계속해서 제2차 재건계획을 수

추가분 1대를 경성방직에 배정해 달라는 요구

립하고 복구사업에 진력했다. 1953년까지의

까지 묵살되었다. 복구자금 조달과 원면도입

재건계획이 주로 파괴된 공장에 방치되었던

에 이어 설비도입에까지 미친 정부의 간섭은

기계를 재생하는 작업인데 반해, 1954년부터

195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다. 표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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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경성방직의 복구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
이라는 터무니없는 단서를 달았으나, 그것이
경성방직의 설립자인 김성수에 대한 우회적인
압력의 일환이었다.
이런 가운데 1954년에 UNKRA 측으로부
터 기료품 구입을 조건으로 6만 5,895달러를
배정받은 경성방직은 정방기 22대, 방기 1만

1955

800추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고, 추가로 국내
에서 중고 정방기 5대, 방기 2,000추를 사들
였다. 또 7월에는 영등포공장에 건물 800여평
을 새로 복구하여, 구입한 방기 1만 2,800추와
복구한 직기 272대를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경성방직은 총 방기 2만 5,400추, 직기는 720
대를 설치하여 제2차 재건복구사업을 완료하
기에 이른다.
경성방직이 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눈물
겨운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을 즈음인 1955년

국민의 애도 속에 우리 곁을 떠난 인촌 김성수

2월 18일, 계동의 김성수 자택에서 비보가 날

경성방직과 동아일보,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인촌

아들었다. 경성방직의 설립자이며 제2대 부통

김성수가 65세의 나이로 1955년 2월 18일 숨을

령을 역임한 김성수가 향년 65세를 일기로 영
면(永眠)한 것이다. � 146

거두었다. 정부에서는 영원한 민족주의자인 그의
업적을 추앙하기 위해 다음날 인촌의 장례를 국민
장으로 결정했다.
오늘날 인촌의 경성방직 설립정신인‘우리 옷감 우

4. 재건계획의 마무리
경성방직이 3차 재건작업에 착수해 건물

리 손으로’는 환경의 변화로 그 의미가 퇴색했지만
또 다른 정신인‘공선사후(公先私後)’는 지금에도 이
어져 경방을 이끌어가는 대표 정신으로 남아있다.

950여평을 재건하고 방기 1만 5,200추, 직기
180대를 증설해 재건복구를 완료한 것은 1955
년 6월이었다. 이로써 생산시설은 방기 4만
600추, 직기 900대가 가동하게 되었으며, 이

공업부흥계획에 따라 시설증설이 이루어지기

는 전쟁 이전의 생산시설 수준으로 회복된 것

도 했는데, 주로 방기∙직기 등 기본 설비의

이었다. 또 1956년 2월에는 6,900만환을 증자

확충에만 주력함으로써 정소면 시설 및 염색

해 총 자본금은 1억환이 된 가운데, 5월에는

가공 시설 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전기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300KW 자가

UNKRA 자금에 의한 설비도입 과정에서도

발전기 2대를 도입하여 전력문제를 자체적으

배분의 왜곡현상이 일어나 기존의 면방회사들

로 해결하기도 했다.

의 서열이 바뀌거나 도산하는 현상도 벌어졌

이즈음 1956년까지 국내 면방업계는 면방

다. 이 기간 중에 신흥방직(新興紡織), 동아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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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紡織), 한영방직(韓永紡織) 등이 폐업한 반

대 이상으로 이루어지자, 김연수는 1958년에

면, 1956년 5만추의 최신 정방기를 도입한 태

경성방직전체주식의약30%에달하는자신의

창방직은 직기 1,200대를 함께 들여와 일시에

소유주식 전부를 경성방직의 발전에 기여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방직공장으로 부상하게 되

유공사원들과 중역, 그리고 연고자와 관계단체

었다. 그리고 1957년에는 면방공업 부흥계획

에 매각했다. 그러나 말이 매각이지 발행한 지

이 마무리됨에 따라 업계는 면방제품으로부터

30년이나 지난 주식을 액면가격으로 내놓았기

화섬으로의 전환을 서둘렀고, 해외시장의 개

때문에무상으로내놓은것이나다름없었다. 이

척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경성방직도 1958

런 가운데 1958년에 자산재평가법이 공포됨에

년부터 화학섬유를 확보하여 화섬제품을 생산

따라 경성방직은 제1차 자산재평가를 단행하게

하게 되는데, 이는 1958년에 미국면을 비롯한

되었으며, 1960년 6월에는 자산재평가 적립금

세계 원면생산이 줄어들어 원면의 배정이 어

7억환을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써 회사의 총 자

려웠기 때문이었다.

본금은8억환으로확대되었다.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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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성방직의 재건이 종사원들에 의해 기

“경방은 우리의‘행복한 삶’
이었습니다”
- 故 원동식 사우와 그의 가족이 말하는‘경방’

원동식 사우는 8.15해방 후에 일본 동경에서 귀국하여 그 다음 해인 1947년도에 스물 셋의 나이에 경방에 입사했고 그해에 신경순 여사와 결
혼했다. 그후 약 23년 정도를 경방 전기부에서 근무했던 원동식 사우. 그에게 경방은 아들 셋을 길러내고 가정을 이끌 수 있었던, 단순히‘일
터’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
원동식 사우는 지난 1996년, 향년 73세로 작고했지만 그의 가족은 그를 추모할 때마다 경방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린다. 경방은 그들 가족에
게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부인 신경순 여사(82)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경방에 대한 추억은 약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갑작스런 6.25전쟁에 원동식
사우와 신경순 여사는 세살박이 아들(유광)을 업고 영등포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했다. 전쟁 초에는 곧바로 다시 상경하게 될지도 몰라 임시
피난소인 시흥의 어느 국민학교에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다. 피난소에 도착해 사흘 정도가 지났을 무렵,“피난소에 있는 경방직원들은 모두 모
이라”
는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배낭을 멘 경방 직원이 모인 직원들에게 월급봉투를 나눠주고 있었다. 피난을 떠난
때가 월급날이긴 했지만, 전쟁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월급을 일일이 챙겨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신경순 여사는 지금도 그 기억
을 떠올리면 너무나 고맙고 경방 같은 회사는 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고마운 것은 그 뿐만이 아니다. 경방에서는 직원 자제들의 중고등학교 때까지의 등록금을 모두 지원해주었기에, 아들 셋의 교육비 부담도 덜
수 있었다. 또한 경방에 다니는 아버지 덕에 경방 영등포 공장 내에 있던 경방구내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신경순 여사는“아이들이
잔병치레를 할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고 회상한다. 큰아들 원유광 씨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갔던 추억도
갖고 있다. 영등포공장에는 공장에서 나온 증기를 이용해 만든 목욕탕이 있었다. 집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어렵던 시절, 아버지를 따라 자
주 찾았던‘경방만의 목욕탕’
은 훈훈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체격이 좋고 힘이 셌던 원동식 사우는 사내씨름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하여 상금(광목 1필 등)을 타오곤 했다. 또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10년,
20년 근속상(금반지)을 받기도 했다. 경방 덕분에 늘 행복했던 원동식 사우와 그의 가족. 김장값마저 챙겨줄 정도로 따뜻했고 직원의 복지후생
에 관심이 큰 훌륭했던 회사‘경방’
은 그들의 또 다른‘행복한 삶’
, 그 자체였다.

109

◉ KYUNGBANG - 90 YEARS HISTORY � 제1부 경방의 90년

제1부

제5장

역사편

창립50주년과‘주식회사 경방’
으로 사명변경
1960~1972

제1절 새 아침의 진통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시비로 얼룩지고, 마산에서 열린 부
정선거 규탄대회가 유혈사태로 번져 급기야는
‘피의 화요일’
이라 일컫는 4∙19혁명이 일어
났다. 이 혁명은 결국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
고 제2공화국을 출범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4∙19혁명의 여파로 많은 사업장에서

1961년 3차 재건이 끝나

노사분쟁이 일어났다. 경성방직 영등포공장에

그리고 학생∙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서도 일부 종사원들의 충동으로 분규가 발생

욕구분출은 마침내 1961년에 5∙16 군사 쿠데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노사분쟁의 성격을 띠

타를 불러오면서 군사정부에 의해 전국에 비

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 내 간부들 사

상계엄이 선포되기도 했다. � 151

이의 세력 다툼의 성격이 강했다. 경성방직의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일어난 5∙16 군사

노조는 이미 해방 후부터 두 세력으로 나뉘어

쿠데타는 쿠데타 성공 이후 혁명위원회를 국

대립하고 있었으나, 전쟁 직후의 재건기에는

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하고 부정축재 처리요

그 대립 양상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

강을 발표했으며, 아울러 경제재건 5개년 계획

었다. 그러나 점차 공장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안을 발표해 경제개발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4∙19혁명 이후 어수선해진 사회 분위기에 편

이 무렵 사회 전반적으로 국토건설사업이

승해 두 세력간의 해묵은 대립이 표면화된 것

전개되고 신생활운동이 강화되어 면제품의 수

이다. 데모가 열병처럼 번지던 무렵이라 여공

요가 증가하면서 경성방직도 공장 재건의 여

들까지 명분없는 연좌데모에 가세하는 바람에

세를 몰아 노후공장을 개축하고 권사기(捲絲機)

결국 조업이 5일 간이나 중단되는 사태가 일

8대를 발주하는 한편 코마시설 1식과 정방기

어나기도 했다.

4,000추를 영국으로부터 도입, 설비확장에 박

활발한 가동에 들어간
영등포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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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영등포공장
▶1970년 7월에 개최된
제8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호를‘주식회사 경방’
으로
변경했다.

차를 가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제2절 수출기반 구축과
시설현대화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

111

1. 수출기반 구축

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세계경제는 무역 규모

경성방직이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

가 점차 증대되어 갔으며 국가 간의 의존도도

한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본격화

역시 심화되어 갔다. 또한 이런 국제적 배경에

된 1962년부터였다. 이 해 10월 면포를 미국에

서 수출지향적인 경제개발계획은 1960년대

수출하여 2만 8,250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정부주도하

다. 해방 후 처녀수출이어서 그 액수가 미미하

에 자립경제와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건 공

긴 했지만, 경성방직으로서는 만주에 수출하

업화가 외자도입∙수출∙저임금∙저곡가 정

던 1930년대의 미완의 꿈을 다시 펴는 쾌거였

책에 의존하여 추진되었으며, 1962년 1월에는

다. 1962년에 들어 군사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함

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2차 화폐개혁을 단

으로써 경제개발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행하여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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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도 10분의 1로 절하했다. 그리고 정부가

다. 수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주도한 수출진흥책의 일환으로 링크제를 실시

지원하기 위해 1966년에 외환증서발급 확약

하였는데 이 제도로 말미암아 면제품의 생산

서제도를 채택했다. 이 제도의 실시로 경성방

및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직도 수입대체에 공헌하여 외화를 절약함으로

제1부
◉
역사편

제2부
◉

경성방직은 이때 방기 1만 400추와 광폭 자

써 국제수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현황편

동직기 28대를 증설하고 오래된 직기 일부를

경성방직은 1962년 대미수출로 수출의 첫

처분하여 총 방기 5만 5,000추, 직기 1,096대

발을 내디딘 후 1968년까지 7년 사이에 엄청

를 보유하는 등 시설 보완을 단행하고, 화섬혼

난 수출신장세를 보였다. 이 기간 중 면방업계

방 신제품의 생산을 본격화하였다. 또 전력공

의 연평균 수출신장률은 16.4%의 수준이었는

급 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포의

데, 경성방직은 무려 연평균 100.5%라는 세

생산량을 증가시켜 이 해부터 세번수(細番手)

자리 수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경성방직이 면

직물을 대량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1963년에

방업계 수출신장률의 6배를 달성할 수 있었던

는 혼타면기를 비롯, 코마시설 등 방적설비를

것은 적극적인 수출증대 노력이 주효했기 때

도입하여 전방 공정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문으로서, 경성방직은 이같은 수출에 대한 기

제5회 수출의 날에

1964년에는 권사기(捲絲機) 2대와 수출물량 증

여도를 인정받아 1968년 11월 30일 제5회 수출

받은 표창장

대를 위한 준비시설 및 연사기(�絲機) 등을 도

의 날에 해외시장 개척공로로 표창을 받기도

입 설치하였고, 공장설비의 합리화에도 주력

하였다. � 154

1968년 11월 30일
해외시장 개척공로로

했다. 이 해에는 또 제2공장의 설립을 목표로
부산에 약 3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정지작업

2. 시설현대화와 기술혁신

을 했으며, 영국∙미국을 위시한 세계시장에

경성방직은 제품의 고급화와 해외수출을

면직물 780만 야드를 수출하여 외화 125만 달

위하여 1962년경부터 영등포공장의 오래된

러를 획득하였다.

설비를 점차적으로 개체하여 시설의 근대화를

1965년에는 보다 진취적인 해외활동을 벌

꾀하기 시작했다.

이기 위해 수출입업자 등록을 마쳐 한국섬유

노후시설 교체와 시설확장에 대한 꿈은

무역주식회사 등 무역업자가 대행하던 수출입

1964년 100만 달러 상당의 차관도입에 힘입어

업무를 직접함으로써 대행업자의 중간 이윤도

가시화되었다. 정부측과 차관도입 문제를 협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1968년에는 미국의 듀

의하던 중에 이토추상사(伊藤忠商社)가 유리한

퐁(DU PONT)사와 특약을 맺고 데크론(DACRON)

조건의 차관 제공을 제의해 왔다. 이토추는 일

섬유를 독점 수입, 제직하였다.

제시대부터 거래해 온 회사였는데, 경성방직

그 당시까지 경성방직에서 해외로 수출한

은 이토추와의 교섭 끝에 시설도입을 위한 더

제품은 생지면포(平織)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할 나위 없는 유리한 조건의 장기차관을 이끌

점차 고급직물로 대체하여 수출제품은 화섬직

어냈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에 담보문제가 불

물을 비롯, 봉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

거졌다. 당시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차관은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1967년에는 주월

정부의 지불보증이나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였

한국군의 전투복지를 생산, 공급하기도 하였

는데, 경성방직이 이를 무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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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가 문제를 놓고 정부에서 시간을 끄는 바

1964년
이토추(伊藤忠)상사와의

람에 차관도입은 근 1년 가까이 지난 연후에

차관도입 체결식

야 실현되었다.
이 차관으로 경성방직은 1965년에 제1차로
방기 3,600추와 광폭자동직기 56대를, 1966
년에는 방기 6,400추와 직기 150대를 도입함
으로써 도합 방기 1만추와 직기 206대를 증설
“나는 정부나 은행의 지불보증 없이 경성방

하였다. 또 이를 계기로 1965년에는 노후된 직

직 자체 보증만으로 차관을 요구했다. 왜냐하

기 110대를, 1966년에는 방기 4,400추와 직기

면 만일의 경우 경성방직이 부실해져 차관을

182대를 매각하여 실질적으로는 방기 6만

갚지 못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국가에 폐를 끼

600추와 직기 1,010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

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 1967년에는 영국의 플래트(Platt)사로부터

동은 김용완이 훗날 펴낸 회고록의 이같은

시설재 구매를 위한 32만 6,471파운드의 장기

문구에서 보듯, 경성방직은 국가간의 금융거

차관계약을 맺어 1969년에는 최신 방적시설

래라 할 수 있는 차관을 들여오면서 정부의 지

6,300추(총방기 70,500추, 직기 850대)를 들여오

불보증을 배제시켰던 것이다. 당시까지 우리

게 되었다. � 156

나라 정부의 지불보증이 없는 차관을 공여한
전례가 없었던 까닭에 난감해진 것은 오히려
이토추였다. 이토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연일 중역회의를 열다시피 하며 숙의하
였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결국 창설자이자 당

제3절 주식회사
‘경방’
으로 새출발

시 상담역이었던 이토 추베(伊藤忠兵衛)에게 자

▲▲1968년 창립 49주년
기념일에 처음으로 미스 경방

문을 구한 연후에야 경성방직에 차관을 제공

1962년부터 전사적으로 펼친 품질고급화와

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영등포공

토 추베는 경성방직과 오랫동안 직접 거래를

장의 기계를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

해 온 사람이어서 누구보다도 경성방직의 신

현대화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경성방직은

용과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있게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66년 가을부터 기술혁

권고하고 나섰다. 120만 달러의 차관 도입은

신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다이와(大

연리 6%, 1년 6개월 거치 5년 동안 10회 분할

和)방적의 기술진을 초빙, 6개월간 품질향상과

상환조건이었다. 정부의 지불보증 없이 회사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기

차원에서 도장 하나로 차관도입 계약이 체결

도 했다. 또 1970년부터는 3년에 걸쳐 국제최

된 것이다. 이같은 예는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고경영자봉사단(I.E.S.C)의 기술지도를 받아 인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일로, 경성방직의 신

원합리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결과 1969년에

용이 그만큼 높았음을 알리는 자랑스런 일이

2,303명이던 영등포공장의 근무 인력이 1971

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사리 얻은 차관

년에 1,670명으로, 1972년에는 1,246명으로

선발대회가 개최되었다.
미스경방대회는 1970년대
경제불황으로 인해 3회 대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1968년 12월에 창단된
경방배구단은 경방의 홍보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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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한 경방
경방은 1960년대 후반부터 밀어닥친 면방업계의 불황을 맞아 1969년 9월 30일 광교에 있던 본사
사무실을 영등포공장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창립 이래 50여년 동안 불러오던‘경성방직주식회사’
란 상호를 제84기 주주총회에서‘주식회사 경방’으로 바꾸었다.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자본을
대표하는 선구적 기업으로서 민족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경성방직주식회사가 새로운
시대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립 이래 사용하던 감회어린 경성방직주식회사의 이름을 과감
히 벗어던진 것이었다.

점차 줄어들었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제품의

기 시작해, 이 해 1월에 이미‘京紡’,

,‘경방’
이라는 한자와 영
질도 높아져 수출증대를 가져오는 일대 전환 ‘KYUNG BANG’
점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경성방직이 기술혁

문, 그리고 한글을 상표로 등록한 바 있었다.

이라는 상호는‘京城’
과‘紡織’
의 머릿
신에 박차를 가하던 있던 이즈음 국내 면방업 ‘경방’
계는 불황을 맞게되면서 경성방직 또한 1969

글자를 취하되,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게 한글

년 9월 30일, 경비절감을 위하여 광교에 있던

로 표기했다. 뜻 깊은 회사의 상호를 버리지

본사 사무실을 영등포공장으로 이전한다. 이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대감각을 부여한 상호

런 가운데 1970년 7월 14일에는 급변하는 경

변경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경방의 상호 변경

제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이면에는 보다 깊은 뜻이 있었다. 단순히 회사

뜻에서 창립 이래 50여년 동안 불려오던‘경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성방직주식회사(京城紡織株式會社)’
라는 상호를

시대에 맞는 경영합리화는 물론 탈섬유를 통

이해
‘주식회사 경방(株式會社 京紡)’
으로 바꾸

해 경영다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

게 된다. 상호의 변경은 1969년 초부터 대두되

겨 있었던 것이다. � 158

114

제1부

제1부

◉

역사편

역사편

제6장

생산시설 확대와 경영다변화

제2부
◉

1973~1978

현황편

제1절 용인공장 건설과
증설

타 회사와 대비해서 점차 격차가 벌어져 경방
으로서는 제2공장의 건설이 필연적으로 이루
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1. 제2공장 건설

인 1955년까지만 해도 경방의 설비수준은 업

경방은 해방과 6∙ 25를 거치면서 대다수

계에서 5위 규모였으나 1960년에는 7위로 밀

의 공장을 잃고 영등포 공장만이 유일하게 남

려났다. 그러다 1965년에 잇단 증설로 4위까

아 있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부터 경방은

지 올라서기도 했으나, 해가 갈수록 치열해지

제2공장 건설의 꿈을 갖기 시작했다. 이를 위

는 면방업체들의 증설경쟁으로 1972년에는

해 부산에 3만평의 부지까지 확보했으나, 자

보유추수가 면방업계 전체 100만 9,640추 중

금조달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으로 건설계획이

7%에 불과해 9위로 처지고 말았다. 1960년대

백지화되어 이미 확보해 두었던 부지까지도

말까지만 해도 면방회사 간의 시설규모 차이

1968년에 처분하는 바람에 제2공장에 대한 꿈

는 심하지 않은 편이었지만, 1970년 이후부터

은 1970년대로 넘겨졌다. � 170

대부분의 면방회사들이 대형화에 착수하면서

그러나 다른 방직회사들에 비해 시설이 낙

그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

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연대별 보유추수가

례로 1972년 12월 당시 10만추 이상의 방기를

제2공장 건설을 위해
경기도 용인에 매입한
17만평의 용인공장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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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회사가 3개사에 그쳤지만, 불과 1년 만
인 1973년 말에는 6개사로 증가하였다.
이같이 197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면
방공업도 바야흐로 대형화 경쟁시대로 돌입하
게 되었고 이는 곧 대량생산의 춘추전국시대
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다.
1970년대 초 경방의 제2공장 건설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
다. 경방이 계획하는 제2공장은 방기 3만
1,104추, 직기 504대 규모로, 이 계획이 달성

1974

된다 해도 경방은 방기 10만추를 조금 넘는 정
도여서 전체 면방업계에서 6위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도 경
쟁력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었다.
경방은 이같은 목표 하에 서울과 지척지간
인 경기도 용인에 제2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하
고 1971년 초부터 공장부지 매입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존의 공단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주들을 일일이 상대해야 했기 때문
에 부지확보 기간이 길어져 1972년 말이 되서
야 전답과 임야 등 17만평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 171

2. 새로운 발전의 터전
경방이 토지매입을 끝내고 이 중 먼저 공장
부지로 5만평을 정지하여 공장건설에 착수하
기 시작한 것은 1973년 4월부터였다. 바야흐
로 해방 후 28년 만에 경기도 용인에서 경방의
제2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본
격적인 공사는 7월부터 이루어졌으며 11월로

경방의 전천후 생산기지, 용인공장
용인공장은 해방 이후 경방 최초의 분공장으로, 최신의 설비를 도입, 첨단 방직공장으로 설립
되어 국내는 물론 일본의 방직공장보다 우위를 점하기도 했다. 용인공장은 1974년 1차 증설이

접어들면서는 때마침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공사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용인지역은 지리적으로 내륙분지여서 여름
기온은 서울보다 3�4도 정도 높고, 겨울에는

완료되어(가운데 사진) 방기 31,104추, 직기 504대의 전천후 기지로 거듭 태어났으며, 3차 증
설이 완료된(맨 아래 사진) 후에는 방기 93,312추 직기 924대의 위용을 지닌 경방의 주력 생산
공장으로 자리잡았다. 용인공장은 증설 이후, 2000년대에는 복합사를 주력 생산품으로 변경하
고, 2006년 11월에는 직포공정을 폐쇄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여전히 경
방의 주력 공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3�5도가 낮아 첫 얼음이 얼기 전인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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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제2부

건물의 골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로 지원자가 적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1973년 후반에 전세계적으로 오일쇼크까지

된 것이다.

겹치는 바람에 1974년 1월이 돼서야 건물공사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1974

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기계를 설치할 수 있

년 2월 말, 용인공장은 건물이 준공되어 방기

었다. � 173

2만 736추, 직기 504대가 설치되고, 3월 1일

◉
현황편

그러나 기계를 설치한 이후에는 정작 기계

시운전에 들어가 4월 1일 정상 가동하게 된다.

를 가동할 동력이 문제가 됐다. 당시 용인지역

또 9월에는 2차 도입분 방기 1만 368추의 설

의 전력사정은 대단위 공장에 전기를 공급할

치를 완료함으로써 방기 3만 1,104추와 직기

여력이 없었다. 용인공장을 가동하려면 최소

504대가 정상가동에 들어가 경방은 1974년에

3,000kw 이상의 전력이 필요했으나 이 전력

방기 총 9만 8,804추, 직기 1,071대를 보유하

선을 확보하는 일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경방

는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에서는 한전과 협의해 공장에서 40km나 떨어

이 당시 준공된 용인공장은 첨단 방직공장

진 이천변전소에서부터 철탑을 세워 전기를

으로서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

끌어 들이는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

데 특징적인 것이 공장설계였다. 당시 공장건

천에서 산과 내를 가로질러 철탑을 세우고 고

설을 총 지휘했던 김각중 부사장은 기계설비

압선을 이어 공장까지 전원을 끌어들이기는

못지않게 공장건물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천에서

첫 공정에서 마지막 공정까지 일관작업을 위

들어오는 전기는 전압이 낮았고, 한달 평균 20

해 공정과 공정 간의 거리를 줄였고 내부의 벽

여 차례나 정전이 돼 공장가동에 애를 먹었던

도 가능한 한 줄여 운반거리를 단축했다. 또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한전과 여러 차례 협

향후 새 기계가 도입되어도 기계배치의 어려

의 끝에 1970년대 말까지 용인지역에 4만kw

움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한 벽과 기둥의 설치

의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이 났지만,

를 최소화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도입하는

이번에는 생산종업원의 확보가 더 큰 애로사

기계설비를 다양화한 점이다. 그때까지 다른

항으로 남아 있었다.

공장의 경우, 한 제작사로부터 전체를 일괄적

경방의 경우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신입

으로 사들이는 게 통례였다. 그러나 경방은 과

종사원에 응모하는 인원이 모집인원의 세 배

감하게 이 틀을 깨고 각 공정별로 일본, 스위

이상이나 되어 인원 확보에 큰 문제는 없었으

스, 미국, 영국, 서독, 벨기에 등의 우수한 기

나 1973년 이후부터는 응모자가 모집인원에

계를 도입, 결합하여 설치하였다. 이같은 기계

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도입 방식은 자체의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었

때문에 용인공장에 400명 정도의 종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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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가능하기도 했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업 6개월 전인

용인공장의 건설을 계기로 경방은 제품의

1973년 10월부터 인력 모집에 착수했던 경방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고 시설규모가

은, 모집된 인원 200여명을 영등포공장에서

확대되어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해나갔

훈련시킨 뒤 용인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인

다. 그리고 1974년 3월 1일을 기해 업무의 효율

원은 현지에서의 충원을 계획했으나, 예상외

화와적극화를위해기구개편을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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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증설
1976년부터 면방공업이 호황국면에 접어들
자 경방도 이에 대비, 3월부터 용인공장 제1차

리나라 곤당 평균인원이 5인인 점을 감안하면
용인공장의 생산성은 타 공장의 거의 두 배 가

제1부
◉
역사편

까이 향상된 것이다. � 174
제2부

증설에착수하는등시설확장에서둘렀다. 용인

◉

공장의 1차 증설은 정방기 3만 1,104추와 직기

현황편

216대를 추가로 증설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에 소요된 자금은 총 18억 8,000만원의 내자(內
資)가 동원되었으며, 외자(外資)는 제일은행으로

제2절 수출경쟁력 강화와
김각중 회장 취임

부터의 외화대부와 KDFC를 통한 IFC∙IBRD
차관등을포함, 526만달러가투입되었다.

1. 수출경쟁력 강화

또 1977년에는 공장의 시설재조정 계획에

정부는 1970년대에 수출산업시설의 확대

따라 영등포공장의 노후방기 4,600추를 폐기

및 근대화, 그리고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하고, 자동직기 204대를 용인으로 이설하였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다. 이에 따라 영등포공장은 방기 6만 3,100추

코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장기 시설금융

와 직기 363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용인공장

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투자촉진을 위한 외화

은 방기 6만 2,208추와 직기 924대를 보유하

대부, 외자 도입, 세제 등에 대한 지원조치를

게 됨으로써 용인공장은 시설 측면에서 영등

강화하였다. 1972년에는 수출산업 육성기금

포공장을 능가하는 대단위 공장으로 성장하게

을 설치하여 내∙외자의 지원체제를 확립하였

되었다. 이렇게 추진된 용인공장 제1차 증설의

고, 1973년에는 수출산업의 설비금융규정을

특징은 기존시설의 적정규모화와 아울러 생산

제정,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1974년에는 장기

원가 절감을 기한 데에 있었다. 용인공장은 1

저리의 시설자금을 확대 지원하였다. 그리고

차 증설공사 후 생산성의 상당한 향상을 가져

내수산업 위주의 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

왔는데, 증설 후 1인당 하루 생산성이 방적의

기 위하여 1973년부터 수출산업설비금융을

경우 증설 이전에 67kg에서 70kg으로 늘었으

방출함으로써 면방직업계도 수출 위주로 그

며, 1곤(梱)의 생산에 필요한 인원은 방적의 경

구조를 개편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우 3.36인에서 3인으로 줄어들었다. 당시 우

를 전후해 경방의 수출은 비약적으로 신장하
게 되는데 내수보다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아

용인공장에 설치된 정소면기

짐으로써 1970년대 수출한국의 기수 역할을
단단히 하게 된다.
1930년대 초 만주와 화북지방까지 시장을
넓혔던 경방은 1939년에는 일서무역회사(日瑞
貿易會社)를 통해 제품을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판매한 적이 있었다. 그 후 태평양전쟁의 발발
과 해방 이후의 사회적 혼란으로 수출은 부진
한 상태에 있었고, 1950년에는 파키스탄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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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 극심했던 1974년으로도 이어져 1,832

제11회 상공인의 날에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만 달러를 수출하게 된다.

동은(1974. 3. 20)

경방은 이 같은 수출공로로 1974년 3월 20
일에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塔産業勳章)
을 수상하기도 하는데, 이는 경방이 1960년대
후반부터 제품의 다양화∙고급화와 함께 수출
시장의 다변화에 주력해왔기 때문이다. 일례
로 경방의 직수출 지역은 1969년 12개국이었
으나, 1973년에는 18개국으로, 1975년에는 26
개국으로 확장되었으며, 1980년에는 37개국
으로 크게 확대돼 수출액 또한 5,300만여 달
러를 기록하는 등 총 매출액 대비 중 수출이
77%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6∙25전쟁으로 그 결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수출지역이 다변화

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전후(戰後) 3차에 걸

된 것은, 수출시장의 적극적인 개척과 선염직

친 공장재건계획을 추진해 생산시설을 보강하

물(先染織物. Gingham)을 위시해 100수 이상의

면서 1960년대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진

극세번수 면사 개발, 머서라이징 기술도입을

출을 도모해왔다.

통한 원사의 특수가공 등 새로운 제품의 개발

그 결과 1962년 10월에는 미국에 2만 8,200
여 달러의 생지면포를 첫 수출하게 되었으며,

과 고급화, 그리고 품질향상에 성공했기 때문
이다. � 178

1963년에는 수출액이 37만 5,600여 달러에

또한 경방은 1967년 UMR(수출용 원료)자금

이르게 된다. 이때까지의 수출은 대행사를 통

을 활용하여 미국 이외의 기타지역으로부터도

해 이루어졌으나 1965년부터는 무역업자 등

수입이 허용되면서 원면수입의 다변화를 위해

록을 함으로써 이듬해 1966년에는 112만 달러

노력하게 되는데, 1967년에는 멕시코, 1968년

어치를 수출하게 된다.

에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1970년

그리고 1969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불황 속

에는 이집트, 인도, 수단, 브라질, 파라과이,

에서도 245만 달러를, 1970년에는 323만여

페루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원면을 직접 도입

달러(로컬수출 포함), 1971년에는 522만여 달러

하면서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를 기록하면서 수출신장을 거듭한다. 또한
1973년에는 연초부터 세계 경기가 과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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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각중 회장 취임

을 보이면서 면사와 면포의 가격이 급하게 상

한편 1973년 말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방은 1972년의

1974년의 용인공장 건설을 마쳐 대량생산체

900만 달러 수출에서 1973년에는 시설증가

제를 갖춘 경방은, 1975년 2월 24일 제90기

없이 1,574만여 달러의 수출실적을 이루게 되

주주총회에서 김용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

며, 이 신장세는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적으로

대하고 김각중(金珏中) 부사장을 신임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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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경방의 현대화를 주도해 온 김각중 부사장, 회장 취임
1975년은 경방으로서는 첫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해이다. 광복 이후에 경방을 이끌어왔던 김용완 회장에 이어 김각중 현
명예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것이다. 용인공장 건설을 주도한 김각중 회장은 반월공장과 광주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오늘날
경방의 생산체계를 확립했으며, 이후 경방의 사업다각화와 함께 전경련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경제를 위해 헌신해 왔다.

선임하게 된다. � 168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을 의미했다.

1925년에 태어나 연희전문 이과(�科)를 졸

일제 하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김성수는 민족

업한 김각중은 미국경제협조처(E.C.A) 기술보

경제 자립의 일환으로 회사 창립의 임무를 완

좌관, 외자구매처 사무관을 거쳐 1953년 미국

수하였고, 김연수는 해방을 맞기까지
‘기업보

으로 유학하여 1964년 유타주립대학에서 이

국(企業報國)’
의 일념으로 경방의 기반을 다졌

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수재였다. 귀국 후

다. 김용완은 한국전쟁과 경제개발기를 통해

한동안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대

서 경방의 진로를 확실하게 잡아 나갔고, 이제

한화섬(大韓化纖)의 상무를 거쳐 1969년에 경

그 지휘봉이 김각중에게 넘어온 것이다.

방의 감사로 취임하면서 섬유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상무와 전무를 거치며 경영에 참
여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주로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을 살려 수출 등의 해외업무에 매

제3절 계열기업 확대

진했다. 또 부사장 시절에는 용인공장 건설공
사를 주관하여 당시 면방공장으로서는 보기
드문 일관작업이 가능한 효율적인 공장을 탄
생시키기도 하였다.

1. 변화하는 경영현실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
진한 이래 공업화가 점차 본궤도에 오름에 따

이 시기 김용완이 경영일선에서 퇴임하고

라 경방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면방업

김각중이 회장으로 등장한 것은 경방의 기업

의 경우, 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기존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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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제2부

신규참여 회사들에 의한 면방시설 투자로 인

써 사세확장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앙염색은

하여 업계의 판도는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연속 표백기, 연속 염색기,

편으로는 면방업 이외의 다른 섬유업종, 즉 2

히트 세팅(Heat Setting)기를 도입하여 수출용

차 및 3차 가공부문에까지 사업을 수직적으로

P/C직물을 본격 가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최대

확대하는 회사가 있는가하면 건설, 기계 등 중

의직물염색가공업체로성장하였다.

◉
현황편

화학공업의 붐에 편승하여 비섬유산업에 적극
적으로 진출하는 회사도 있었다.

주식회사 경보는 경방이 면, 화섬, 혼방선염
직물(Gingham)을 한국에서 개발, 생산함으로

이같은 양상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

써 수출산업의 소재개발에 기여하고자 1973

저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래 고

년 5월 2일에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회사

도성장정책과 수출정책으로 산업의 비중이 점

였다. 이 회사는 성남시 동원동 70번지에 대지

차 경공업에서 전자∙기계 및 중화학공업으로

1만 8,316평과 건평 1,981평 규모로, 공장 건설

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에는 외자 90만 9,000달러와 내자 4억 6,000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여만원이 투입되었다.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초기에는 사류(絲類) 염색시설과 직기 200대

에 경방 또한 섬유업종 계열은 물론 비섬유업

및 그 부대시설을 신설, 날로 급증하는 선염직

종으로도 경영다변화를 꾀하게 되는데, 섬유

의 국내외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고부가가

업종계열로는 중앙염색(中央染色)을 비롯하여

치제품의 수출신장에 기여하였다. 이후 증대해

경보산업(京寶産業), 경덕산업(京德産業), 경방코

가는 해외수출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산성의

너와 본사 봉제사업부 소속의 부산봉제공장

제고와 해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이, 비섬유업체로는 태평증권주식회사(太平證

으로 설비를 증설하였고, 또 대구와 수원에 각

券株式會社)와 주식회사 새한패시픽을 인수하

각 분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종로에 서울사무소

여 상호를 바꾼 경방기계주식회사가 있었다.

를 두어 무역업무 기능을 보다 강화시켰다. 그
리고 제품의 선전과 국내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2. 중앙염색, 경보산업, 경덕산업,
경방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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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다동에 전시장 겸 직매점을 두어 신
제품개발에박차를가하기도하였다.

경방은 섬유산업 고도화시대에 대비, 수출

1973년은 면방직업계가 섬유제품의 수출

을 위한 염색가공공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수요 증대로 새로운 차원에서 기업체질을 강

1962년 2월 1일 인천의 동인염색가공주식회사

화하던 시기였다. 경방은 고급직물 개발의 필

(東仁染色加工株式會社)에 동일방직과 50%씩 공

요성을 절감하고 선염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동출자하여 자본금을 3,000만원으로 증자하였

시설을 서둘러 설립하는 한편, 원면에서 완제

다. 이후 동인염색은 1967년 2월 1일
‘중앙염색

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작업을 통하여 기업

가공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고, 1968년 2월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직계열화를 이루는

에는 일신방직주식회사의 투자 참여로 자본금

데 역점을 두고 고급 봉제품 생산에 눈을 돌리

을 증자한 후 그해 11월에는 의정부 호원동에

게 되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1973년 6월 9

본사 및 공장 건물 1,756평을 신축 이전함으로

일 국내 봉제업계에서 손꼽히는 덕성물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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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德盛物産株式會社)와 50대 50의 합자로 부
산 서구 장림동에 자본금 4,000만원의 경덕산
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973년 8월 30일 일본의 가네마쓰고쇼(兼松
江商)주식회사와 실버셔츠 하야세(Silver Shirts
早瀨) 주식회사가 합작을 제의해 옴에 따라 이

중앙염색

를 받아들여 한∙일 합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

1960년 동일방직과 공동출자해 인수

하였다. � 180

한 중앙염색은 일신방직의 투자 참여
로 한때 국내 최대의 직물염색 가공업

합작을 계기로 이 해 9월 27일 2,096평의
대지 위에 공장을 착공했으며, 12월 26일에는

체로 성장하기도 했다. 1997년 2월 지
분을 전량 매각했다.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1974년 2월 8일 한국
과 일본이 7대 3으로 공동출자해 자본금을 1
억원으로 증자하였다. 이로써 경방과 더불어
덕성물산이 각각 35%의 지분을 차지하여 대
주주가 되었는데, 1979년 5월 19일 한∙일 합
작 비율이 7대 3에서 8대 2로 변경되었다.
1974년 5월 15일 공장의 준공과 더불어 봉
제시설 2개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당
시의 세계적인 불황으로 경영이 다소 침체되
었으나, 이듬해는 활기를 찾아 신사용 와이셔

경보산업
1973년 5월 설립한 경보산업은 1983
년 5월 지분을 전량 매각할 때까지 선
염직물의 국내외 수요에 적극대응하
며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신장에 기
여했다.

츠, 숙녀용 블라우스, 아동용 셔츠 등 90만 달
러 정도를 일본에 수출하는 실적을 올리게 되
었다. 이후 내수판매에도 주력하여‘찰스쥬르
당’
이라는 도입 브랜드로 전국 유명 백화점에
진출하는 등 판매가 일정 궤도에 오르기도 했
으나, 1992년부터 결손을 내기 시작하고 향후
의 전망도 불투명하여 1994년 7월에 보유하고
있던 40%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였다.
경방은 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고
급 면직물과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경방코너
를 설립하였다. 경방코너는 경방이 소비자에
게 봉사하는 기업이미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
로 1968년에 개설한‘경방써비스코너’
가그
모체였다. 경방써비스코너는 직영 형태가 아

경덕산업
1973년 6월 경덕물산주식회사와 공동
합자로 부산에 경덕산업을 설립했다.
찰스쥬르당이라는 도입브랜드로 일정
궤도에 올랐으나 1992년부터 결손이
나자 1994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니라 개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을 취해 경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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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제2부

품의 선전과 판매를 위탁하였으나, 서비스를

3. 태평증권, 경방기계

통한 기업 이미지 전달보다는 영업실적에만

장은증권의 전신으로 1954년 창립된 태평

치우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결국 본사가 직

증권주식회사에 경방이 투자를 시작한 것은

영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된 것이다.

1973년 8월이었다. 경방이 비섬유 부문에 처

◉
현황편

1972년 6월 15일, 판매부 소속의 업무과에

음 진출하는 업종으로 증권업을 선택한 것은

서 직영에 착수한 후,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사

경제동향과 산업전반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무개선을 시도함으로써 경방코너를 키워가기

얻어 경방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방향을

시작하였으며, 1977년 3월 1일에는 부로 승격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수요의 패턴이 다양화

다. 태평증권은 1980년 1월, 용인공장 증설에

되고 규모가 날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독립법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보유주식의 반 이상을

인으로서의 관리체제와 기동력이 절실히 요구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사실

됨으로써 1978년 1월 10일 자본금 3,000만원

상 경방의 손을 떠났다.

으로 중구 다동에 주식회사 경방코너를 설립
하게 되었다. � 181

한편 경방은 섬유에서 다져진 굳건한 바탕
위에서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기계공업 부문

경방코너는 가공원단과 기성복을 위주로

으로의 진출에 뜻을 두고 1977년 2월 28일 자

내수와 로컬수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원효로

본금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주식회사 새

에 직영 봉제공장을 설치하는 등 활기찬 활동

한패시픽’
을 인수한 후 그해 6월 14일 상호를

을 전개함으로써 경영 초기의 난관을 극복해 ‘경방기계공업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냈으며, 1979년에는 순면직물과 혼방직물의 2

주식회사 새한패시픽은 한∙미 합자로

차 가공제품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기성

1973년 9월 6일에 설립된 타자기제조회사였

복, 맞춤복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기성복 전문

으나 경방이 인수할 당시에는 타자기 생산설

화에 힘을 쏟기도 하였다.

비 가운데 프레스기와 절단기만 겨우 갖춘 상

경방코너
경방코너의 모체는 1968년 개설한 경방써비스코너로 위탁경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1978년 1월 규모의 성장에 맞춰 주식회사 경방코너
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경방코너의 후신이 경방상사이며, 경방상사는 2003년 2월 경방유통에 흡수 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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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였다. 경방은 인수와 동시에 조직과 기술을
보강하고 제품생산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978년 4월부터 전량 수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타자기 생산에 돌입하였다. 첫 제품으로‘크로
바(Clover)’휴대용 소형 타자기 9.5인치 302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국내 최초의 타자
기 양산체제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힘입어 그
해 5월 자본금을 3억 5,000만원으로 증자하고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영문타자기 500대를 대
만에 수출하였다. 고유상표인 크로바 타자기

태평증권
1973년 8월 경방이 비섬유 부문에 처음으로 진출한 태평증권은 경제동향과 산업전반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얻어 경영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으나 1980년 용인공장 증설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보유 주식을 한국투자
증권금융주식회사에 양도했다.

는 품질이 우수하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날로 그 성가가 높아지고 매출도 급격
히 신장하게 되었다.
1979년 2월 1일 자동차 경량화를 위하여
일본의 료비(Ryobi)사와 다이캐스팅 주조 및
금형제조에 관한 기술을 제휴한 경방기계는
이해 9월 타자기 공장 맞은 편에 금형 제조공
장을 확장하여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계를

경방기계

도입, 가동하면서 생산 영역을 더욱 넓혀 나

1978년 국내 최초로 양산체제를 갖추고 크로
바 타자기를 생산한 경방기계는 1979년 2월

갔다. � 182

자동차용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계를 도입하
여 생산영역을 넓혔으며, 이후 2001년 7월에

4. 부산봉제공장

매각됐다.

경방은 1966년 봉제품 수출을 시작한 이래
꾸준한 수출신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76
년 이전까지는 자가봉제시설이 없어 전량을
다른 회사의 시설을 이용, 임가공 형태로 제품
을 생산, 수출하였기 때문에 그 품질관리와 납
기 이행 등에 많은 문제점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수출을 신장하고 가동률을 높이
며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봉제공장 건설
에 착수했다.
공장은 부산시 서구 장림동에 1,575평의 대

부산 봉제공장
봉제품의 수출신장을 목적으로 1976
년 부산 장림동에 봉제공장을 건설해 8
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1990년

지를 확보하여 곧장 건설에 들어가 1976년 7

3월 경방어패럴에 임대할 때까지 경방

월에 완공을 보았고, 이 해 8월 가동에 들어갔

수출의 톡톡한 수출 효자 역할을 담당
했다.

다. 445평의 본공장에는 4개 라인 규모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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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이셔츠 제조시설이 설치되었으며, 233평의 부

시장 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대건물에는 기숙사, 사택 등의 복지 및 후생시

이 공장은 1979년 무렵에는 재봉기 140대,

설이 들어섰다.
제2부

보조기기 66대를 갖추고 봉제품을 생산하였

부산봉제공장의 설립으로 경방은 하청에

으며, 조직으로는 총무과와 생산과에 종사원

의존하였던 여러 가지 불편을 덜게 되었으며,

262명이 근무하였다. 1977년 2월 28일부터는

품질의 고급화와 납기엄수를 실현하여 국제거

사업부 소속이던 부산공장을 독립공장으로 승

래상의 신용도를 한층 높이게 됨으로써 수출

격시켰다.

◉
현황편

잊을 수 없는 일

경방에서 입은 은혜를 갚던 날

1979년, 경방을 퇴직해야 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자 나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은혜를 갚고 떠나야 할지
매일 고심했다. 15년간 재직하는 동안 경방에서 너무도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1972년의 큰 수해로 인해 앞집의 축대가 무너져 우리집이 파묻혔을 때 그 복구
를 위해 회사에서 크게 도움을 주었던 일이다. 수해복구에 필요한 돈은 물론, 회사에서 직접 사람들이 와
서 일을 도와줘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할 수 있었다.
퇴직을 앞둔 나는 내 퇴직금의 10%를 교육센터(경방여실고)를 위해 내놓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러한
내 뜻을 총무과장에게 전했다. 그랬더니 총무과장은 펄쩍 뛰면서 만류하는 것이었다. 어렵게 사는 사람의
돈을 어떻게 받느냐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심지어는 내 면전에 대고“미쳤다”
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달동네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그랬었겠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내 소박한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야속하기도 했다. 결국은 회사에서도 내 뜻을 이해해 주어,
퇴직금의 10%인 26만원을 교육센터에 기부할 수 있었다.
내가 굳이 교육센터를 돕고 싶어 한 것은 나 자신이 조실부모하여 배우지 못한 한이 큰 탓도 있지만, 목
공 일을 해주려고 교육센터에 들를 때마다 그곳에 걸려 있는 교훈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알뜰하게 저축하자”
대부분 시골의 가난한 집안 딸들인 소녀들은 힘든 공장일을 끝낸 후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들을 보면, 역시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에 다니는 내 큰 딸이 생각나서 무
언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곤 했다.
언젠가 어느 선생님에게서 풍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나 그 돈으로 풍금 두 대
를 사서 기증했다. 내가 한 일은 경방에서 입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약소한 것이지만 조금이나마 은혜 갚
음을 할 수 있어 퇴직하는 날은 마음이 홀가분했다.

김옥남(�玉南, 1963~1979 경방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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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1부

역사편

◉
역사편

제7장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제2부
◉

1979~1989

제1절 용인공장 2차 증설과
제품 경쟁력 강화

현황편

올랐고, 그 뒤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원면가의 폭등에 이은 경방의 난제는 제품
판매가의 하락이었다. 석유파동으로 인해 수

1. 용인공장 2차 증설

출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원면을 비롯한 원자

1960년대 이후 다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

재 가격의 급등으로 생산제조원가는 상승되었

온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대를 맞아 그 동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류인 CD20수와

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 역조의

PC45수, 포류인 PC186의 판매가는 1979년

심화로 온갖 시련을 겪게 되었다. 대내적으로

상반기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져 1980년 말까

는 긴축정책의 지속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

지도 이전 수준을 되찾지 못할 만큼 원가상승

담의 가중으로 수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되

과 함께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으며, 섬유노

었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성장둔화에 따

조의 요구에 따라 기본 임금 또한 1979년과

른 수요감소와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부

1980년 사이에는 28%나 인상되었다.

진으로 전례 없는 경제난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용인공장의 2차 증설

설상가상으로 1979년 이후에는 제2차 석유

에 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

파동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불경기에 휩싸인

다. 먼저 일본 면방업계가 엔화절상으로 국제

가운데 각종 원자재의 공급가격은 인플레이션

경쟁력을 상실하자 150만추 규모의 정방기를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10∙26

폐기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국제섬유시

사건과 12∙12사태 등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장에서 우리나라가 진출할 공간이 넓어지게

경제 또한 예측불허의 상황을 전개시켰다.

되었다. 또한 용인공장은 1차증설 때 토지정리

이같은 어려움은 경방에도 여지없이 찾아

를 하였고, 각종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적은 투

왔다. 1979년에 27.6%까지 뛰어오른 국제 원

자금액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는

면 가격이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더욱 치솟

장점을 갖고 있었다.

더니 1980년 9월에는 1년 중 최고치인 92.92

이에 따라 경방은 조속히 용인공장 방적부

센트(SLM1-1/16″파운드당 기준, 현물가격)까지

문의 종합계획을 완료시키고, 1978년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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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다행히 당
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다.
용인공장의 2차 증설효과는 무엇보다도 기
계설비 면에서 권사공정을 전부 자동권사기로
도입 설치하여 인력절감을 기한 점이다. 증설
전에는 용인공장의 곤(梱)당 인원이 2.82명이
었으나, 증설 후에는 2.63명으로 노동생산성
이 7% 향상되어 연간 1억 7,600만원의 노무비
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타 간접

▲▲용인공장 2차 증설 공사 모습
▲용인공장에서 개최된 창립
60주년 기념식

60주년 자축시
우리 얼 우리 힘이
結晶되어. 경방이네
60년 風雨에도
靑山같이 푸르르네
菊花는 향을 풍기며
壽와 福을 비네

작한 머서라이징 가공사에 적합한 고급 세번

경비까지 감안할 때 연간 2억 4,700만원의 원

수 면사를 생산하기 위한 증설계획을 수립하

가를 절감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였다. 1979년 9월 10일, 상공부로부터 3만

수 있었다. � 189

1,104추에 대한 설치허가를 얻어 바로 증설에
착수하였다. 6만여추의 단위공장을 9만여추
의 단위공장으로 끌어올리는 2차 증설공사는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계속되어 온 인플레이

당시로는 최신 시설인 면 정방기 3만 1,104추

션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긴축정책과 유례없

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시설을 도입, 설치하

이 높은 국제금리의 영향에 따라 투자수요가

는 것으로써 착공 8개월 만인 1980년 5월에

위축되었고, 국제적인 교역조건과 각국의 경상

완공되었다. 이로써 용인공장은 9만 3,312추

수지도 계속 악화되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의 방기와 924대의 직기를 보유하는 대단위

경제는침체의늪에서헤어나지못하였다.

공장으로 탈바꿈하였다.
이 증설공사에는 내자 29억원과 외자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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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황을 극복하다

이러한 어려움은 당시 수출에 주력하던 경
방의 경영상태도 악화시켰다.

만 달러가 투입되었는데, 일본 도쿄은행으로

실례로 1980년의 경방의 수출액은 전년에

부터 85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들여와 조달

비해 41.7%, 매출액이 30.5%의 증가했으나,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0∙26사건이 터지면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어 당기순이익이

서 국내 사정의 불안을 이유로 도쿄은행이 일

4,50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시 경방을

방적으로 차관계약서 날인을 연기함에 따라

비롯한 국내 면방회사들이 원료의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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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979년 파운

자를 내는 어려움을 겪게된다.

드 당 56�68센트를 기록했던 미국의 원면가

‘1981년을 잊지 말자(Remember 1981)’1982

격이 1980년 하반기에는 최고 92센트까지 올

년 1월 3일의 신년사에서 김각중 회장이 했던

라 평균 81센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79

이 한 마디는 당시 경방의 경영상황이 얼마나

년 4/4분기부터 시작된 국제 고금리 추세가

심각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1980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했다. � 192

198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경방으로

그리고 경방이 한창 불황의 늪에 빠져 있을

서는 용인공장 2차 증설분의 차관과 장기 외

그 무렵인 1981년 7월 1일, 6년 남짓 경방을 이

상으로 구매한 원면자금 등에 대한 이자부담

끌어 온 박인환(朴仁煥)사장이 사임하고, 제7대

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사장을 김각중 회장이 겸임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1981년 7월부터 11월까지 경방

매월 1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던 가장 어려

은 월평균 5억원 이상의 지급이자가 발생해

운 시기에 사장과 회장으로서의 중책을 동시

연간 약 67억원의 금융(이자)부담을 안게 되는

에 맡게 된 김각중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방가

데, 이는 1979년의 월평균 1억 2,000만원,

족들의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였다.

1980년의 월평균 2억 9,000만원의 지급이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면밀한 관

와 비교하면 커다란 부담이었다. 또한 설상가

찰과 부단한 노력이 있으면 언제나 희망은 있

상으로 원가비중이 큰 전력료가 1980년 말의

는 법이며, 또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발견

Kwh당 48원에서 51원으로 6% 이상 인상되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고비를

고, 1980년에 이미 28.5%의 높은 인상률을 보

극복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였던 임금이 이 해에도 또 다시 17.5%의 고율

이 어떻게 단합을 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우리

인상을 하게 됨으로써, 1981년에는 수출실적

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확신

이 1980년보다 31.3%가 늘어난 6,200만 달러,

컨대 우리가 결속하고 단합하여 각자가 갖고

매출액 역시 26%가 증가한 528억 7,000만원

있는 능력을 120% 활용하고, 또 협조와 협력

으로 외형상의 성장을 보였지만, 당시 자본금

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 고비를 극복해낼 수 있

24억원에 버금가는 19억 3,400만원이라는 적

음은 물론 경방의 이미지를 다시 드러낼 수 있

영등포공장을 순시 중인
김각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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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제1부
◉
역사편

제2부

름휴가를 반납하여 회사의 자구노력에 동참하

사장에 취임한 김각중 회장은 기존의‘보

였다.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

수’
에서‘진취적 보수’
로의 변화를 위해 경영

력도 이루어졌는데, 영등포공장은 자구노력

체질의 변화 및 강화에 착수했다. 우선 기존의

이전 대비 1982년에 기계생산성 11.4%, 노동

경영방식이었던 3명의 대표이사에 의한 집단

생산성을 28.5%나 향상시켰으며, 같은 기간

경영체제를 단일경영체제로 전환하여 하루가

용인공장도 노동생산성을 14.8%나 높였다.

◉
현황편

경방의 각 현장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마을분임조를
적극 활용했다.
1981년에 개최된
공장새마을분임조
경진대회 모습

다르게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

현장에서의 원가절감 노력은 제안제도와

도록 하였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장기 비전을

새마을분임조를 적극 활용, 작은 것에서부터

제시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5개년 계획을 수

시작하여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

립하였다.

하였다.

이 계획은 영등포공장의 노후시설 개체, 연

적자경영의 극복에는 생산 및 판매 부문의

사기 증설, 가공사 생산 확대, 제3공장 부지 확

역할도 컸다. 1970년대 후반에 비해 1980년대

보, 사무전산화,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능력

전반에 일어난 생산에 있어서의 큰 변화 중 하

강화, 사옥 건설, 셔틀리스직기 도입, 해외지

나는 제직용실 위주에서 편직용실 위주로 바

점 활용 등의 장∙단기계획을 포함하고 있었

뀐 것이었다. 제직용실 위주로 생산해 오던 경

다. 또한 불황 극복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비

방이 편직용실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용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던 제도를 생산판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편직용은 제직용보다

매 부문에 중점을 두어 한계이익을 극대화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까다로워 꼬임과

킬 수 있는 최적제품생산계획(Product Mix)을

모우(毛羽)가 적어야 하고 균제도가 좋아야 하

도입하는 등 내부 경영체질 강화에 힘쓰는 한

는데, 처음에는 실이 잘 끊어지고 표면이 거칠

편, 외부적인 체질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어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였다.

여 원면 공급지의 다변화와 함께 수출시장을

그러나 생산 및 판매 부문이 혼연일체가 되

대양주, 북유럽, 동구권 등까지 확대시키는 등

어 이 문제점을 해결해 냈을 뿐만 아니라, 더

총력을 기울였다.

나아가 A/S를 강화하는 등 고객관리에 만전을

이러한 처방은 당시는 물론 향후 경영 안정

기해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

홍콩 등에 편직용 실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성

반기에 대호황을 누리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과를 거두어 적자경영 극복에 견인차 역할을

이후 10여년 간 회사의 미래를 개척하는 좌표

담당하였다. 특히 호주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가 되기도 하였다.

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1979년 처음으로 호
주에 발을 디딘 이후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하

3. 혼신의 노력으로
적자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경방의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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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발업체들보다 높은 PC혼방사 시장 점유
율을 기록했다. � 194

1980년대 초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신시장 개척을 통한 경방의 시장다변화 노

경영진은 급여인상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반

력은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다. 1975�1979년

납하는 등 솔선수범하였으며, 사원들 또한 여

의 수출 대상국은 20여개국에 불과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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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부터는 30여개국으로 크게 늘어

이 나는 불운이 있었으나, 영등포공장과 본사

났다. 북구의 핀란드에까지 침장류로 인기가

의 모든 사원들이 진화작업에 나서 적은 손실

높던 다운 프루프(Down Proof)직물을 국내에

로 마무리되었다. 이 해에는 원면 및 폴리에스

서 최초로 개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외

터 사용단가가 전년 대비 원면은 24%, 폴리에

에도 운임을 절감하기 위해 시베리아철도를

스터는 9%가 하락되었으며, 계속 상승만 하던

이용하여 PC혼방사를 벨기에로 수출하기도

전력료도 안정되었고, 임금인상률도 전년에

했고, 함부르크 지사를 통해 자수용 50수 직물

비해 크게 낮아졌다. 국제금리까지 두 자리 숫

을 오스트리아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자에서 한 자리 숫자로 안정되어 경방의 금융

원면 구매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에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국제적인 원자재 파동과 미국 텍사스 지역의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화와 개발도상국의

한파로 인하여 원면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

물량공급 증가로 제품 값이 하락했음에도, 경

당시까지 우리 면방업계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방은 1982년에 11억 5,000만원의 당기순이익

PL480호 자금을 장기저리로 사용하여 대부분

을 기록함으로써 전기의 엄청난 적자를 딛고

의 원면을 미국에서 구매해 오고 있었다. 그러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 � 195

나 미국 원면 가격의 대폭 상승과 이 해 10월
부터의 PL480호 자금 중단은 원면 구매지역

4. 고급화로 경쟁력을

을 전세계로 다변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

1970년대 한국의 면방직업은 시설면에서

었다. 구매지역의 다변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수출 드라

었던 미국 원면 위주의 구매에서 얻을 수 없었

이브 정책과 선진국의 수요증가에 의한 것으

던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즉 국가마다 원

로 방적의 경우, 링정방기가 1974년 말 150여

면 수확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적기에 필요

만추에서 1978년 말 260여만추로 115% 증가

한 양만 구매할 수 있어서 재고비용을 절감시

했고, 직기도 1만 5,000대에서 2만 1,000대로

킬 수 있었으며, 여러 나라의 경작상황과 일기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국내의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의 원면

정치∙경제불안으로 그 증가 추세는 크게 둔

을 싼값에 구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구매지역

화되었고, 1984년 말에는 1979년 말 대비 방

의 다변화에 따른 이점을 십분 활용하는 한편,

기가 6%, 직기가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다양한 구매기법을 활용하여 최소 재고수준을

는 경기침체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근본적

유지함으로써 원면자금 확보에 따른 이자를

으로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후발개도국들

크게 줄였다.

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물량 위주의 공세로

불황극복을 위한 노력은 사무 부문에까지

수출이 한계에 부딪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파급되어 이때부터 이면지의 활용이 보편화되

생산제품에도 생명체와 같이 탄생∙성장∙성

기도 하였고, 사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초로

숙∙쇠퇴의 사이클이 있다. 당시 경방이 주력

마이크로급 HL-320 컴퓨터를 도입, 운영하

하여 생산하던 PC152, PC168, PC186 등의 혼

기 시작한 것은 1981년 2월이었다.

방직물은 성숙기에 접어든 제품으로서 경쟁이

1982년 초에는 영등포공장 원면창고에 불

심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크게 떨어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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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국제 면방직업계의 변화를 예측한 경방

로 크게 감소한 반면, 45수 이상의 세번수용

은 용인공장 2차 증설과 반월 가공공장의 신

고급면은 62%로 증가하게 되었다. 수익성이

설 등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갈수록

양호한 편직용 PC30수는 경방의 주력품종이

치열해지는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에 대비하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판촉활동으

였다.

로 1984년 말에 월 1,000곤(梱) 이상을 생산하

◉
현황편

2차 증설 후 용인공장은 종전의 PC45수와

여 불황을 타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CM38수 위주에서 CM60수 이상 120수까지

또 EC를 중심으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의 최고급 면사를 대량생산하게 됨으로써 부

기술개발에 진력하여 당시 우리나라 수준으로

가가치를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직물의 고

는 제직이 어려웠던 CM40수 이상의 고급 면

급화를 도모함은 물론 머서라이징 가공사의

직물 및 고밀도 혼방직물까지 생산했다. 이러

제품 확대에 밑거름이 되었다.

한 일련의 노력으로 1980년에 80만m 정도였

그 결과 1979년에 31수였던 평균 방출번수

던 고급 면직물이 1982년에는 640만m로 증

를 1984년에는 37수로 크게 세번화 되었다.

산되었다. 200본 이상의 고밀도 PC 고급직물

원면의 사용도 1979년에 58% 수준이었던

도 1980년에 320만m에서, 1982년에는 1,260

중∙태번수용 원료 사용비중이 1984년에 38%

만m로 생산이 증가하였다. � 196

1983
가공사 대량생산 시대의 개막, 반월공장
영등포공장에서 기반을 닦은 가공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84년 반월염색공단 안에 건설된 반월공장은 제품의 고부가가치 시대를 연 경방의 세 번째 공장이
다. 1983년 공장부지를 확보한 이후 여러 난관이 뒤따랐지만 이를 극복하고 1984년 준공에 이른다. 준공 이후 지속적인 설비 개체 및 기술 축척을 이뤄 고객이 원
하는 품질을 구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가공사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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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공사의 메카
반월공장 준공
1978년에 경방이 영등포공장 안에 머서라
이징 면사가공시설(Hank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면가공사는 그동안 축척되어
온 기술과 제품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은 물론
안정된 판로개척으로 날로 그 성가가 높아지

▲반월공장에 설치된
머서라이징 설비

고 있었다.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직물 중
심의 의생활에서 점차 편직물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아져 면가공사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

◀1984년 용인공장에

작하였으며, 수출 또한 호주∙뉴질랜드 등지

추가 설치된 광폭직기

까지 그 영역을 넓혀나갔다.
한편, 아크릴∙면 혼방사의 표백가공사가
양말용 원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실

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인 경방에게는 해

의 표백 가공은 이미 보유한 행크가공시설보

당이 되지 않았다.

다는 치즈가공시설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쟁력

그러나 분양 말기인 1983년에 지지부진한

이 높았다. 그러나 영등포공장의 가공시설로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내에 있는 대

는 그 규모에 있어서 적정단위를 갖추지 못했

기업의 분공장까지도 분양을 허용하기 시작하

고, 생산되는 제품 또한 다양하지 않았다.

여, 1983년 2월에 염색공단에서는 가장 큰 부

이에 따라 1981년에 영등포공장에 행크시

지인 1만 6,210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방은

설을 보완하고 치즈가공시설의 신설을 검토하

다음 달 14일, 반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

였으나,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폐수처리장의

여 1972년부터 본사사무소로 사용해오던 중

규모를 확대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

구 다동 2-3의 대지 310평을 41억 8,500만원

도권 공장 이전 촉진정책 등이 걸림돌이 되었

에 매각하였다. 이어 반월공장의 신설계획이

다. 용인공장 역시 팔당수원지 보호시책으로

확정됨에 따라 5월 23일에는 투자회사인 주식

인하여, 용인지역에서는 폐수를 배출하는 일

회사 경보(京寶)의 투자지분 1억 6,000여만원(1

체의 염색가공시설의 신설이 금지되고 있었

만 6,380주)을 회수하는 한편 영등포공장의 행

다. 어쩔 수 없이 영등포공장 내에 행크시설만

크가공시설의 확장이전과 치즈염색가공시설

일부 보완하는 선에서 증설계획을 마무리지었

의 신설을 위한 공장건설계획이 이 해 5월부

는데, 예기치 않았던 반월에서 희소식이 들려

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왔다. 이 무렵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깝고 교통

그러나 공장건설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폐

이 편리한 경기도 반월에 종합폐수처리장까지

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

갖춘 전문염색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었는데,

다. 반월 염색공단의 폐수처리장은 서울∙중

수도권 내 중소 염색업체의 이주를 목적으로

부지역의 중소염색가공업체들의 조합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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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중부염색가공협동조합이 주관이 되어

장 2,971평과 부속건물 796평 등의 시설을 갖

1980년에 착공, 1983년 5월에 준공되었다. 연

춘 반월공장이 준공되었다. 생산시설 중 행크

리 5%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25억원을 포함하

부문은 영등포공장에서 이설된 1개 라인과 증

여 총 32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1일 3만톤의

설 1개 라인을 포함한 2개 라인으로 행크염색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기 5대를 설치하여 1회 920Kg의 생산능력을

가공공장이 완공되면 경방도 당연히 이 시

갖추었다. 치즈부문은 1회 1,270Kg의 생산능

설을 이용해야 했는데, 조합측에서 무리한 요

력을 갖춘 치즈염색기 7대와 일체의 부대시설

구조건을 내걸었다. 그들은 경방에 대해 중소

을 설치하였다. 반월공장 건설에 소요된 투자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분담한 평당 6,000원씩

액은 내∙외자를 합하여 약 70억원에 달했으

의 공동부담금 외에도 1억원의 특별회비를 요

며, 가공사 생산능력은 월간 24만Kg을 목표

구해왔는데, 이는 폐수처리량 증가에 대비하

로 하였다. 그러나 반월공장은 가동되기도 전

여 약 3,000평 정도의 추가 폐수처리장 부지

인 1984년 4월에 중소염색업체의 모임인 한국

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명목이었다.

염색공업조합연합회로부터 중소기업 고유영

◉
현황편

그러나 경방이 1억원의 특별부담금을 낼 경

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또 한차례

우, 결과적으로 다른 입주업체들 보다 두 배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으나, 경방은 외주에 의

이상 높은, 평당 1만 2,170원씩을 부담해야 하

한 임가공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어서

는 것으로 형평에 맞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를

별문제 없이 해결되었다.

들어 경방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조합 측

경방은 이후부터 면혼방사 사염가공은 가

과 상호 조정을 거쳐 특별회비 명목으로 평당

급적 피하고 고급의 가공기술이 요구되는 순

3,000원씩을 추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면사의 사염가공에 치중하여, 1987년에는 전

반월공장 건설은 이미 조성해 놓은 공단에

체 생산량의 70% 정도를 순면가공사로 생산

입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세우고 기

하였다. 반월공장의 준공으로 경방은 가공사

계만 들여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또

의 대량생산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시대를 열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공장부

어가게 되었다. � 198

지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간척지라는 데
에 있었다. 매립지인 관계로 지반이 약하여 구
조물을 설치할 때마다 길이가 긴 특수파일을
잇대어 붙여 사용해야 했다.
용인공장처럼 주요 공사가 동절기에 이루

제3절 생산체질 강화와
수출 1억불 달성

어진 까닭에 파생된 어려움도 컸다. 콘크리트
가 얼지 않고 양생되도록 공사장에 석유 히터
를 가동하고, 그것도 부족해 콘크리트를 타설

1979년부터 1984년까지는 과거‘대량생산

한 후 그 위에 스티로폼과 비닐을 덮어가며 공

체제’
에서‘소량다품종시대’
로의 전환이 이루

사를 진척시켜 나갔다.

어진 시기였다. 우리나라 면방업계의 생산설

1984년 5월, 약 9개월 간의 공사 끝에 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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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신설공장에 국한된 것으로 역사가 오래

그리고 1981년에는 스위스제 사우러직기 26

된 영등포공장의 경우 혼타면기 67%, 소면기

대를, 1982년에는 영등포공장의 T&S 정방기

97%, 조방기 89% 등 대부분 설비가 내용연수

4,000추를 폐기하고, 혁신정방기인 OE정방기

를 훨씬 넘어섰고, 방직에서 가장 중요한 정방

3대(504추)를 설치하여 20수 미만의 태번수 면

기와 직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시

사를 생산하였다. 계속해서 1983년에는 구 도

설을 일시에 교체하는 것은 비용을 감당키 힘

요다(豊田)직기 72대를 폐기하는 등 생산시설

든 엄청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방적∙직

개체를통한생산체질강화에노력하였다.

포의 전후 공정에서 노후 기계부터 단계적으
로 교체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하였다.

영등포공장에서 축적된 가공사의 다품종소
량생산 경험은 반월공장의 가동에 커다란 도

1979년부터 1984년까지 감가상각충당금 등

움이 되었다. 반월의 사가공 전문공장이 가동

사내 유보자금을 재원으로 6∙25전쟁 때 참화

됨에 따라 경방은 소량 단위의 가공사 물량을

를 입은 소면기 30대를 대체시켰으며, 연조기

크게 늘려,‘다품종소량생산체제’
를 정착시키

17대, 조방기 13대, 자동와인더 5대 등 많은 설

는 데 성공하였다. � 201

비를 교체하였다. 고급면사를 선호하게 된 고
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신 코마기 15

2. 수출 1억불 달성

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코마사 생산을 대폭 늘

우리나라의 면방직공업은 1980년대 초반부

렸고, 연사제품의 수요 증가와 반월공장의 가

터 대외수요의 점진적인 감소와 내수침체로

동에 따른 가공원사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경

야기되었던 오랜 불황의 여파로 1985년으로

방은 연사기 19대를 도입, 설치하여 부가가치

접어들어서도 크게 호전되지 못하였다. 1984

를 높였다. 또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스트럭쳐

년 5월을 분기점으로 원면의 시세는 서서히

얀 시설을 이용, 특수 방적사를 생산하여 내수

하락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파

1984년에는 코아얀과 슬러브얀을 생산하기

키스탄 등의 본격적인 세계 섬유시장 진출로

위한 장치를 각각 2대분씩 도입하여 추가로

인한 수출경쟁의 심화와 선진국들의 면제품

특수 방적사를 생산함으로써 동업 타사와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무역장벽에 부딪치게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갔다. 이미 경방에서는

되자, 면제품의 가격이 폭락하여 주력품종인

주요 수출시장인 EC지역에 대한 철저한 시장

PC45수의 경우 연초에 곤(梱)당 545달러이던

조사와 주문내용 등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중

것이 연말에는 480달러로, 카드20수는 440달

폭직물 수요는 줄어들고 광폭직물은 늘어날

러에서 360달러로 떨어졌다.

것을 예측, 용인공장 1차 증설 때에 과감히 중

경방은 이러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

폭직기 대신 광폭직기 216대를 설치한 바 있

기 위하여 대외 경쟁력을 상실한 태번수카드

었다. 1984년에도 광폭직기 72대를 추가로 용

사, PC186, PC박지직물 등의 생산을 줄이고

인공장에 설치하여 생산성은 물론 작업환경도

대신 코마사, PC태사 및 고급면직물 등의 증

크게 개선되었고, 수익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태번수카드사는

하게 되었다.

파키스탄에서 직수입하여 가공용 원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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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원가절감에 부심하였다.

이익 역시 대폭 증가하여 47억 8,000만원에

그러나 1986년부터 시작된 3저 현상에 힘

달하였다. 1986년은 경방 재도약의 기틀을 다

입어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국내 경제환경 속

지는 한 해로 기록되기에 충분하였으며, 이 해

에서 면방업계 역시 시황이 호전되어 1985년

에 착수한 광주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

에 급격하게 하락했던 제품가격이 서서히 회

는 여건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현황편

복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방은 전년

1986년 이후부터 호전되기 시작한 섬유업

부터 추진했던 여러 가지 경영체질 강화노력

계의 시황은 1987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엔고

이 결실을 맺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로 인해 일본의 섬유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우

그 내용으로는 먼저 품질의 고급화에 주력,

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시장확대의 기회를 갖게

경쟁력이 없어진 카드사 생산량을 대폭 줄여

되었고, 면방업계 역시 천연섬유 수요 증가에

1985년에 9.5%를 차지하던 생산 비중을 1986

따라 사류와 포류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년에 5.2%로 낮춘 반면, 경쟁력이 있는 중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수코마사와 태번수PC사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 일이었다.

경방은 이같은 호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

원료 구매 측면에서도 값비싼 미국면의 사

주한 결과, 1987년에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이

용비중을 1985년의 73.2%에서 41.7%로 감소

1,000억원을 돌파하여 1,012억원을 기록하였

시키고, 가격이 저렴한 호주면(22%)을 비롯한

다. 수출액 역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순이

파키스탄면(4.8%), 중국면(0.8%) 등 기타면의

익도 127억 1,000만원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사용을 늘려 원료비 절감에 노력하였다. 직물

경영성과는 다음해에도 지속되어 1988년에는

도 값싼 PC186과 PC박지직물의 생산 비중을

매출액 1,137억원, 수출 1억 2,000만 달러에

줄이고, CM40수 및 CM60수급의 고급 면직

순이익 90억 3,000만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물과 200본(本) 이상의 고밀도직물의 생산을
늘려 품질을 고급화시켰다. � 208
이와 더불어 경쟁력이 약화되어 생산을 줄
인 카드사와 PC혼방직물의 시장점유율을 유
지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중국으로부터의 태번

제4절 광주공장 준공과
사옥 건설

수카드사 및 PC혼방직물 등의 수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다. 사류는 전체 생산량의 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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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시설의 광주공장 준공

준인 5,300여곤을, 직물류의 경우는 8% 수준

1982년에 정부는 수도권역을 몇 개 지역으

인 325만m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금액으로 보

로 지정, 임의개발을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면 약 48억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다.

품수입 확대정책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이 법안은 특히 수도권 중심부 내 공업시설의

이러한 노력으로 1986년의 매출액은 전년

신∙증설을 일체 불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

보다 120억원이 증가한 823억원으로 17%, 수

방 공업개발법에 의거, 수도권 내의 공장시설

출은 7,860만달러로 18.6%가 신장되었고, 순

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

◉ KYUNGBANG - 90 YEARS HISTORY � 제1부 경방의 90년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탄 등지로부터의 수입사로 대체되는 반면, 코

이같이 영등포공장의 지방 이전 문제가 점

마사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

차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자, 경방에서는 1983

책마련이 필요하였다. 또한 경영환경 면에서

년 초부터 영등포공장을 이전할 새로운 공장

는 전자공업 등의 성장으로 절대 부족해진 인

부지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력조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으며, 향후 예

에 전남 광주시의 하남공단을 최적지로 선정

상되는 유가상승 등에 대비하여 에너지 절약

하고, 5월에 약 3만평의 부지를 매입해, 1986

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야 했다.

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건설을 추진하
게 된다.

광주공장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계 때부터 코마사 전문 생산공장으

광주공장은 건설계획 초기부터 1970년대나

로서 과감히 자동화설비를 채택하고, 에너지

1980년대에 건설한 공장과는 달리 1990년대

절약 설비를 갖추는 등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이후를 겨냥한 새로운 방적공장으로서의 조건

에 주안점을 두었다. � 211

들을 충족시켜야 했다. 당시 시장여건을 볼 때

1988년 2월 11일 준공된 광주공장은‘세계

1980년대까지의 주력품종이었던 OE방적사나

제1위의 섬유수출국으로의 부상’
이라는 국가

카드사가 점차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파키스

차원의 목표 달성에 일조할 수 있는 최신공장

광주공장 상량식

1988
최첨단 시설로 거듭난 광주 공장
1988년 준공된 코마사 전문 생산공장인 광주공장은 최신의 자동화 설비를 갖춘 명실상부한 최신공장으로 경방의 1990년대를 열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수출물
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준공 당시 첨단시설로 문을 연 광주 공장은 이후 2009년 최신의 자동화시설로 무장한 최첨단 공장으로
재탄생되어 고품질의 코마사 전용공장으로 거듭났다. 무인공장이라 할 만큼 자동화시설로 이뤄진 광주공장은 경방의 21세기를 열 주인공이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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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니트용 CM30수�40수 제품을 생산

공장에서는 리프트 7인치의 스핀들과 내경

하기 위한 방기 3만 1,104추가 5,900평 규모

38mm링을 사용하여 종전 85g의 관사를 55g

의 본공장에 설치되었고, 종사원들이 일하는

으로 감량시킴으로써 회전수를 1분에 1만

데 불편함이 없도록 1,374평의 부대건물에 사

4,500에서 1만 8,000으로 올렸고, 오일배스의

택, 기숙사,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채택으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었다.

◉
현황편

광주공장의 건설에 소요된 금액은 외자 1,480

이렇게 완공된 광주공장은 가동 초기부터

만달러와 내자 103억여원으로 모두 230억여

철저히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생산된 제품마다

원에 달했다. 이렇게 완공된 광주공장은 설비

거래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준공 2개월

에서부터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먼저 코마

만인 1988년 4월부터는 품질에 대하여 가장

사 전문 생산공장으로서 CM30수와 CM40수

까다롭다는 일본시장으로 수출하기 시작하여

를 대량생산할 수 있게 한 점이었다. 특히 실

당시 코마사 직수출의 전량을 담당하기도 하

의 균제도와 유연성, 그리고 탄력성이 요구되

였다. 또한 생산성 면에서도 당초계획은 정방

는 편직물에 가장 알맞는 코마사 생산을 위해

기일추량이 1차년도인 1988년에 263g, 2차년

서 자동급면장치와 멀티믹서, 탄뎀카드기, 오

도에 279g, 3차년도에 287g으로 되어 있었으

토레벨러 등의 설비를 갖췄다.

나, 실제로는 1988년에 275g을 달성하여 계획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도 카드플래트면과

목표를 초과하였다. 1989년에도 298g으로 당

테이커-인낙면 등 각종 낙면의 중앙집진방식,

초 최종목표 287g을 훨씬 초과달성하였는데,

각종 회전부에 인버터 채택, 정방기에 에너지

이는 1988년말 우리나라 방적회사의 평균 일

절약형 뉴마필박스 설치 등으로 에너지 사용

추량 222g에 비해 무려 34.2%나 상회하는 수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준이었다.

인원합리화를 위해서는 생산작업의 자동화

경방은 이로써 1970년대 이전의 영등포시

와 집진, 집면, 운반 등 작업자가 기피하는 작

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용인∙반월시

업의 자동화 등을 채택하였는데, 즉 혼타면의

대에 이어, 1990년대를 광주공장과 함께 열어

자동급면 장치, 카드의 슈트 급면장치, 864추

가게 되었다. � 212

의 롱프레임 정방기에 스테이셔너리 오토도퍼
를 부착하고 권사기와 직접 연결시키는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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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옥 준공

코너시스템을 채택하였으며, 로타리에어필터

경방은 1919년 계동(桂洞)에 임시사무소를

등의 채택으로 인원절감은 물론 작업의 질을

설치하여 경성방직으로 출범한 이래 6∙25전

높였다. 또한 기존의 공장과는 달리 스플라이

쟁이 끝난 후인 1953년에는 중구 남대문로 1

싱노터를 부착하여 권사공정에서 실의 매듭이

가의 사옥에 자리를 잡게 된다. 회사 규모가

완벽해지고, 정방기에 스테이셔너리 오토 도

확대됨에 따라 판매∙생산부서 간의 보다 원

퍼를 부착, 도핑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정방

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1969년에 이르러 영등

기의 패키지를 소형화시킬 수 있어 동력을 더

포공장 구내로 본사를 이전하였는데, 이때부

쓰지 않고도 스핀들 회전을 상승시켜 기계생

터 영등포공장 건물을 본사 사무실로 계속 사

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

용해 왔다. 그러나 1988년 이후 경방은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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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옥 기공식과

공장을 비롯하여 용인∙광주∙반월∙부산 등

준공과 동시에 본사의 각 부서들이 입주하

5개 공장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본사의

였는데 1층에는 영업∙수출부, 2층에는 총

기구가 대폭 확대되어 기존의 사무실로는 그

무∙구매∙경리부, 3층에는 임원실, 4층에는

수용이 한계에 달해 있었다. 더욱이 경영합리

기획실과 전산실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본

화를 위해 도입된 컴퓨터의 설치 운용을 위해

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기존의 2층 건물은 기

서도 사무공간의 확충은 필수적이었다.

숙사로 개축했다. 1989년 6월에 200여명을 수

영등포공장에 기숙사 시설이 필요하게 된

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완공됨으로써 영등포

것도 본사 사옥을 마련케 하는 간접요인으로

공장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복지후생 증진은

작용하였다. 1980년대 들어 인력수급에 어려

물론 인력수급의 어려움도 덜 수 있었다.

준공된 사옥

움을 겪고 있던 영등포공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설여고를 운영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
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시 영등포공
장을 제외한 4개 공장은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독 영등포공장만은 기숙사가 없

제5절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어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사무공간 확충의 필

1. 공장합리화

요에 따라 경방은 1988년에 사옥 건설을 본격

경방은 1977년 용인공장 1차 증설 이후 노

적으로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부지 선정에 고

후설비에 대한 교체와 공장 신설에 따른 설비

심하기도 하였으나, 창업의 터전인 영등포공

의 재배치 등 꾸준한 시설보완으로 생산성을

장 내에 사옥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높여 왔다. 이러한 설비의 교체는 시설이 낙후

졌다.

된 영등포공장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1988년 4월 1일에 사옥건설본부를 발족하

영등포공장에서는 1986년부터 코마사의 수

고,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1,809평의 사옥

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용인공장으로부터

기공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공사기간 중 갖가

코마기 6대를 이설하여 구기계와 대체하는 등

지 난관에 부딪쳤으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방적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1986

대처로 이를 극복하고, 착공 9개월만인 12월

년에는 도요다 조방기 2대를 신규구입하고 추

20일에 신사옥을 완공하게 되었다. � 213

가로 용인공장으로부터 2대를 이설하여 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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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계와 교체 설치하였다. 또한 직포부문도 1986

던 레피어직기 18대, 정경기 1대, 호부기 1대

�1987년 사이에 용인공장에서 자동직기 72대

등 시설 일부를 용인공장으로 이전하는 한편,

를 이설해 오면서 사우러직기 등 기존의 구형

노후 셔틀직기 299대를 포함한 호부기 1대, 정

직기 84대를 폐기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였다.

경기 1대, 통경기 5대, 관권기 15대 등 나머지

◉
현황편

용인공장은 2차 증설 이후 안정된 기반 위

시설을 폐기하였다. 방적부문은 1990년 3월,

에서 최고의 품질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방기 2대로 멜란지사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1986년까지 11대의 코마기를 비롯하여 Hara

서 그동안의 생산설비 폐기 및 이설로 인한 침

준비기 1조와 도요다 조방기 1대를 구입 설치

체 분위기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

하였으며, 1987년부터는 Tsudakoma 에어젯

였다. � 214

직기 26대를 도입하는 등 셔틀직기에서 셔틀
리스직기로의 대체를 서둘렀다.

하고 1990년부터 3년에 걸쳐 노후직기 841대

반월공장도 염료배색작업의 신속성과 정확

를 폐기하는 대신 레피어직기 117대와 에어젯

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칼라매칭

직기 64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1993년말 용

시스템’기술을 도입키로 하고, 서독의 니노엔

인공장은 종래의 셔틀직기에서 셔틀리스직기

지니어링사와 1985년 1월 기술도입계약을 체

로 전폭 교체하여 직포설비의 현대화를 이루

결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을

었다. 그러나 용인공장의 직포생산 또한 2000

스위스의 데이터칼라사로부터 구입하였다. 또

년대 들어 후발국가와의 원가경쟁력이 상실되

한 다품종소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1986년

면서 2006년 3월 11일을 기해 생산이 중단됨

에 40Kg 용량의 치즈염색기 1대와 40Kg,

으로서 창업 초기부터 이루어져왔던 경방의

160Kg 용량의 행크염색기를 각각 1대씩 도입

직포생산은 역사 속에서만 남게 되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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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공장은 영등포공장의 직포부문을 흡수

방적부문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1989년부터 고임금과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여 1990년 혼타면의 자동급면장치 및 혼타면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경방은 첫

과 소면을 연결하는 슈트피드장치 등을 도입,

째, 경쟁력이 취약한 영등포공장의 직포부문

설치하였고, 코마기, 조방기, 자동권사기 등을

을 폐쇄하고 방적부문은 특수사 생산설비를

증설하여 공정의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1993

갖추어 멜란지사를 생산토록 하며, 둘째, 용인

년부터는 영등포공장에 이어 멜란지사를 생산

공장은 영등포공장의 직포를 흡수하여 구(舊)

하기 시작하였다.

직기를 철거, 설비를 셔틀리스직기로 교체, 직

반월공장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포부문을 현대화하고, 셋째, 반월공장의 설비

하고 다품종소량생산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설

를 확충 보완하는 공장합리화 방안을 추진하

비 보강에 노력하였는데, 1988년 공장합리화

였다. 이는 규모를 줄여 감량하되 고부가가치

의 일환으로 원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회사의 수익성과 성

하여 영등포공장과 용인공장으로부터 연사기

장성을 키워 나가자는 것이었다.

35대를 이설, 설치하였다. 또한 1990년부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영등포공장은 1990년

행크염색설비(1,332Kg)와 치즈염색설비

2월 직포부문의 가동을 중단하고 보유하고 있

(625Kg)를 증설하였으며, 생산설비의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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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입∙출고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 225평
1,600Cell 규모의 컴퓨터로 제어되는 자동창
고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반월공장은 1993년
말 기준으로 행크 1,892Kg, 치즈 1,938Kg의
시설을 보유함으로써 공장설립 당시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2. 신제품 개발
1980년대 중반의 호경기는 하반기로 접어
들어 교역조건의 악화, 과다한 임금인상 등 경

제13회 경방신제품 전시회.

영여건이 나빠지면서 침체국면으로 바뀌었다.

1990년에 들어서도 경방은 경영여건이 매

경방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공장합리화를

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신제품 개발을 통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부가

한 부가가치의 증대와 설비의 합리화는 물론

가치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질적인 변화를 추구

품질관리에 보다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하였다.

경방은 1992년부터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0년 3월에는 영등포공장에 특수사 방적

제품개발에 있어서는 PC직물보다 부가가

시설을 갖추고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며 개성

치가 높은 고급면직물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

미를 창조하고자 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

향을 잡고, 1988년 4월 기획관리실 내에 제품

어 멜란지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경방은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였다. 먼저 면

보다 멋있고, 보다 개성있는 의생활을 리드할

사와 화섬 필라멘트사의 교직물인 CN직물과

수 있는 이 신제품에‘메란사(MELANSA)’
라는

면사와 폴리에스터사의 교직물인 CP직물을

상표를 붙였으며, 이 제품은 1990년 이후 경방

개발하였는데, 이 중 CN직물은 1989년 말을

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멜란지

기준으로 월간 약 7만m를 생산하였다. 이와

사는 2000년대 중반이후 수익성 감소에 따라

함께 0.7D 폴리에스터 스프와 최상급 이집트

20008년 5월 30일을 기해 생산이 중단되었으

원면을 혼방하여 CP60수 급의 고급사를 만들

며, 그 대체 제품으로 신복합사(MODAL,친환경

어 고급 드레스셔츠 원단용으로 판매하였다.

성 원료) 제품의 생산이 확대되었다.

세번수의 꼬임을 많이 준 순모사를 이용한

한편 이 시기에는 이밖에도 천연펄프에서

모직물의 제직에도 성공하였는데, 이는 당시

개발된 소재로 감성과 탄성이 양호한 트리아

일본 등지에서‘Cool Wool’
이라 하여 선풍적

세테이트 혼방소재, 고급 이집트면과 폴리에

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여름철 여성용 최고급

스터의 혼합으로 실크와 같은 감촉을 주는 혼

아웃웨어용 원단이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방소재, 면 또는 레이온 방적사와 나일론 필라

도 여러 회사들이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경방

멘트 교직물도 선보였으며 80수, 100수의 면

이 처음으로 자체개발에 성공하였다. 경방은

세번수 강연소재 등 특수소재들도 개발되어

이 제품명을 사내 공모를 통하여‘울토피아

매출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 216

(Wooltopia)’
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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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변화와 신규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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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1

현황편

제1절 경영환경의 변화

증가로 인해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내경제
는 금융불황과 신용경색, 실물경기 악화 등의

1. 벼랑에 선 한국경제
1990년대는 한국경제사에서 하나의 전환점

악순환이 지속되어,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이른바 복합불황국면에 접어들었다.

으로 기록되는 시기이다. 1980년대 한국 경제

경방 또한 이같은 비상시국을 맞아 인원을

의 특징이 저유가∙저금리∙저달러화의 3저

합리화하고 사업을 구조조정 하는 등 전사적

현상으로 인한‘안정 속의 성장 ’
으로 압축된

인 비용절감에 주력했다. 1997년 6월에는 그

다면 1990년대는 시장개방이라는 세계화의

동안 사업부진으로 인한 재무악화로 고전하고

물살에 휩쓸리게 되면서 도전과 시련, 파란을

있던 경방포니카를 매각하였으며, 이어 12월

겪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에는 케이 티 에프를 매각하는 구조조정을 단

또한 1980년대 말의 대대적인 노사분규로

행한 것이다.

인해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지가(高地
價), 고금리 등 고비용에 비해 생산성과 기술력

은 떨어지는 이른바‘고비용-저효율’구조가
고착화되어 대외 경쟁력도 급격히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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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F와 경방
1990년대 들어 국내 섬유산업은 고비용 저
효율의 구조, 대외적으로는 WTO의 출범, 섬

국내 면방공업 또한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

유교역의 지역블록화,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

경변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시

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1996년의 우리나

작하는데, 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원면

라 섬유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3.7% 감소한

생산 국가들이 대대적으로 방적설비를 증설하

177억 달러에 그쳤다.

여 세계시장에 대거 진출하였고, 이들의 저가

국내 면방업계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채

물량공세에 밀려 국내 면방공업은 해외에서는

산성 악화로 면방적을 포기하거나 또는 폐업

물론, 일부품목은 국내에서마저 가격경쟁력을

하는 업체가 속출하였다. 이처럼 면방업계가

상실하기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1997년에는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7년 11월, 달러화

기업의 잇따른 도산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에 대한 원화환율이 급등하자, 금융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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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및 자금인수를 제한하기 시작하

에 막대한 차질이 벌어지는 위급한 상황을 맞

였다.

게 된 것이다. 당장 원면의 추가확보가 선행되

경방은 IMF 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

지 않으면 2월에는 공장가동을 멈출 수밖에

기 위해 1997년 12월 19일에 비상경영계획을

없는 상황이었다. 달러의 환율이 연일 치솟고

수립하였다. 그 내용은 비용절감, 한계기업 정

있었기 때문에 원면공급만 이루어지면 달러

리, 신규투자 중단, 보완투자 최소화로 회사를

베이스 매출을 늘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슬림화 하는 등의 기본 방안에 1998년도 임금

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원면수급을 위한 자금

동결과 신규채용을 중지하기로 하는 것이었

확보가 문제였다.

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도 IMF에 따른 경영

이에 경방은 1월초부터 산업은행과 개별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극단의 조치

으로 GSM자금 개설을 추진하여 중순경에

도 계획하고 있었다.

GSM자금 신용장 개설을 포함한 총 980만 달

비상경영계획에 따른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러의 신용한도 설정에 합의하였다. 1월 21일,

인원합리화, 각종 보조금 지급 중단, 각종 비

드디어 산업은행 구로지점으로부터 350만 달

용예산의 대폭 삭감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 물

러의 미면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국내

류비 절감 등 회사 전방위에 걸쳐 초긴축경영

최초의 ’
97GSM-102자금에 의한 신용장 개

에 돌입함으로써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설이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나가는 것이었다.
한편 면방회사들은 원면 사용 2�3개월 전
에 신용장을 열어야만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
었으나, 은행들이 신용장 개설을 회피함에 따
라 1998년 2월에는 공장가동을 멈추어야 할

제2절 전문화∙고부가가치
시대의 개막

지경이었다. 당분간은 비축 물량으로 버틸 수
있지만, 재고가 바닥나면 국내 면방업계 전체

1. 공장 전문화

가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있었다. 은행의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신용장 개설이 거의 중단되고, 그나마 가능한

등 원면생산국가들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신용장 인수금리도 종전의 6%에서 21%

저가물량공세로 면방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

(LIBOR ＋ 15%) 이상으로 치솟았다. 경방의 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면방업체는

거래은행이던 조흥은행과 제일은행도 다른 은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값싼 원자재

행들과 마찬가지로 11월 들어 신용장 개설을

조달 등의 이점을 얻기 위해 동남아 각국에 진

극히 제한하였으며, 12월에는 모든 신용장의

출하거나 업종을 다각화하기 시작하였다.

개설을 중단하였다.

경방 또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

당시 경방의 중번수용 원면재고는 12월 말

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1990년

을 기준으로 6,000표(俵)가 채 안되었는데, 이

에 영등포공장에 멜란지사를 도입하고, 1993

것은 3주밖에 쓸 수 없는 물량이었고 적정재

년에는 용인공장으로 확산하여 점차 그 생산

고가 1.5개월분 이상임을 감안하면 원면공급

량을 늘려나가는 한편, 용인공장의 시설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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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화와 광주공장의 설비증설에 투자함으로써 각

25.6%, CM40수는 7.8% : 22.0%에 달하였다.

공장이 처한 상황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공

이러한 각 공장의 매출이익률 차이 등의 조사

장을 전문화하기 시작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경방은 세 공장의 공장전문화

제2부

1994년 상반기 각 공장별 멜란지사의 매출

방향을 모색하였다. � 235

◉
현황편

이익률을 보면 영등포가 15.3%, 용인이

경방은 수도권 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공장

24.0%인데, 영등포공장이 멜란지사 중에서도

부지 활용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영등포공장

부가가치가 높은 고농도 멜란지사를 생산하는

전면폐쇄를 검토하였으나, 우선 공장의 규모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1 : 2 수준이었다. 또

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

한 대량생산품인 CM30수와 CM40수 등 일반

등포공장은 규모에 알맞은 멜란지사를 생산하

사에서도 용인공장과 광주공장의 매출이익률

는 전문공장으로 탈바꿈하였고, 목표 생산량

차이가 대단히 커서, CM30수는 4.4% :

에서 부족한 멜란지사의 생산은 용인공장에서
충족시키기로 하였다. 그 결과 1990년 3월에
영등포공장에서 정방기 2대(800추)로 시작된
멜란지사는 1998년 말에 전체 방적 설비추수
의 45%, 생산량의 43%를 차지하는 경방의 주
력제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용인공장도 설립된 지 20년이나 지
나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최신시설을 갖춘
신설공장들에 비해 같은 품종의 제품을 생산
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여기에다 1990년대
에 들어서면서 후발개도국들의 추격이 거세지
자, 용인공장을 멜란지사, 울혼방사, CM60수
이상의 극세사, 직물원사 및 특수복합사 등 전
략제품의 전문화와 다품종소량생산체제 공장
으로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방은 용인공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설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비
투자에 착수했는데, 이는 영등포공장 합리화
와 맞물려 추진되었다. 영등포공장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던 멜란지사를 1993년부터는 용

고부가가치 시대에 발맞춘 공장 전문화

인공장에서도 생산하게 되었다. 12월에 5,000

경방은 1990년대 개발도상국의 저가물량공세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시대를 열기 위해 공장전문

추로 시작된 용인공장의 멜란지사 생산설비는

화를 선택했다. 용인공장은 메란지사 등의 전략제품 생산과 함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반월공장

1994년 4월에 1만추, 10월에 2만추로, 이후

은 일반 실켓사뿐만 아니라 튀위트사, 스페이스사 등의 유색 실켓 가공사를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술의 전문화를 이뤄냈다. 한편, 광주공장은 1996년 2만추를 중설하여 코마사 전문공장
으로 거듭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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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에는 5만추로 늘어났으며, 1999년
에는 전방설비를 보완하여 필요시에는 6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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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 설비를 감소시키고 있

이처럼 경방은 영등포공장과 용인공장을

는 이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용인공장

전문화하고, 특수방적사인 멜란지사를 생산하

은 시설합리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광주공장

면서 기존의 면사를 생산하던 공장과는 차별

은 설비증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결심하게

화된 고유영역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1990년

된 것’
이라고 전제하면서‘적정규모인 5만추

대 초에 멜란지사 선발주자였던 일본 면방업

공장으로 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창

계의 경쟁력 상실로 얻은 기회를 경방이 적절

조의 장으로 건설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하게 대응한 결과였다. 당시 국내 많은 면방업

하지만 광주공장의 증설공사는 완료되었으

체들이 과다생산에 따른 공급과잉과 후발개도

나, 구기계를 설치한 데다 정방도핑장치 등에

국들의 저가물량공세에 대응하여 대체상품으

문제가 발생하여 이듬해 7월에야 정상적으로

로 멜란지사 생산에 뛰어들었으나 유행에 민

가동될 수 있었다. 이로써 광주공장은 5만추

감한 멜란지사 생산에 적응하지 못해 생산을

규모의 공장으로 탈바꿈하였고, CM40수 이

포기하는 회사들이 속출하면서 경방은 국내

하의 중번수 위주에서 다양한 코마사를 생산

멜란지사 시장을 몇몇 면방업체와 더불어 주

할 수 있게 되었다. � 236

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영등포공장의 메란지
생산현장

반월공장은 20여년 전에 도입한 실켓가공

경방은 이후에도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적

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연구와 개

극 대응하기 위해 품질향상에 꾸준히 노력하

선을 반복한 끝에 외국에 그 기술을 수출할 정

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색

도로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생산과 매출면에

상개발 및 새로운 개념의 멜란지사를 연구개

서도 상당한 신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1996

발하여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년 이후 수입사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한계를

멜란지사를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면방업체

보인 내수시장은 국내업체들 간에 치열한 가

로는 처음으로 울혼방사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격 및 품질경쟁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과 함께 그 기술력을 인

과거에는 내수시장의 호조로 특별한 신제품의

정받았으며, 계속해서 복합소재의 개발 및 생

개발 없이 약간의 설비증설만으로도 어느 정

산으로 용인공장을 멜란지사와 전략제품 전문

도의 매출신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

공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열한 품질∙가격경쟁으로 일반실켓사와 차별

한편 광주공장은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

되는 제품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

춘 코마사 전문 생산공장으로 정착시키기로

어 반월공장에서는 트위드, 멜란지사, 스페이

하였다. 영등포공장의 설비 감소와 용인공장

스 등 유색 실켓가공사를 개발, 생산함으로써

의 멜란지사 생산시설 확장으로 인한 코마 중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다.

반월공장의 치즈염색 설비

번수의 생산 및 매출감소를 회복시키기 위해
광주공장에 2만추를 증설하기로 하였다. 광주

2.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수출

공장의 증설은 1996년 4월 9일에 광주 현지에

면방공업은 섬유산업 중 가장 먼저 공업화

서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가시화 되었는데, 김

된 분야이며 시설자동화 및 기술혁신으로 노

각중 회장은 인사말에서‘남들이 섬유시설을

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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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게 신장되었다. 특히 고부가가치제품인 멜란

우리나라 면방적시설은 1970년대 연평균

지사를 생산하여 천연소재 중심의 시장변화에

10% 이상의 급속한 양적성장을 이루었다. 이

유기적으로 대응한 결과, 멜란지사의 매출은

후 1980년대에는 시설증가율이 1% 정도로 미

사류 전체 매출액 중 1990년 1%에 불과하던

미하였으나, 고생산성 설비의 도입으로 기존

것이 1997년에는 26%로 신장되었다.

◉
현황편

시설의 개체가 추진됨으로써 생산성은 계속
향상되어 왔다.

하지만 매출이익률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추

시설 폐기, 설비의 해외 이전 등으로 방적설비

세여서 다각적인 시장대응과 다양한 제품개발

는 감소되었고, 경방도 1996년의 광주공장 증

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1996년부터 유색 실

설을 제외하고는 추수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켓가공사의 생산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또한 지역블록화, 보호무역주의, 수출경쟁 심

할 수 있었다.

화, 환경 및 노동문제의 대두 등으로 경영여건

직물의 경우 매출은 거의 일정하여 가격상

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인력난 지속과 치열한

승 요인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가격경쟁으로 면방업계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볼 수 있으나, 이는 가격경쟁력이 없는 일반제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장치산업 분야인 면방

품을 포기하고 고부가제품으로 진행하는 추세

업계에서는 신규로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늘

에 따른 것으로써 PC직물의 매출은 1990년 총

리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출액의 63%에서 1997년에 이르러서는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였다. 경방

0.9%로 대폭 축소되었고, 면직물에 있어서는

의 경우에도 고유기술과 생산기술력에 바탕을

사류와 마찬가지로 1990�1997년까지 총 매

둔 신소재 개발과 신기술 도입으로 제품의 고

출의 12%로 일정한 매출을 유지한 반면, RC

부가가치화를 추진하였다.

직물을 비롯한 기타 직물의 매출을 총 매출의

특수사의 본격적인 생산, 그리고 상품사의 판

실켓 가공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모습(1993. 9)

위를 확보하여 꾸준한 매출증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는 지속적인 인력난, 노후

사류부문의 매출증가는 광주공장의 증설과

인도 바르트만(Vardhman) 사와

가공사제품은 국내시장에서 부동의 품질우

73%까지 증가시켜 신제품 개발과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였다. � 238

매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0년에서 1997년까

경방은 이러한 제품개발 기술이 축적되어

지 경방의 일반사제품은 총 매출의 30%선으

감에 따라 제품만이 아니라 기술도 수출하는

로 유지된 반면, 특수사와 상품사의 매출은 크

회사로 발전하였다. 기술수출의 주요 대상국
가는 인도와 파키스탄이었는데, 그 첫번째로
1993년 9월, 경방은 인도의 바르트만
(Vardhman)사와 실켓가공기술 수출계약을 체

결하였다. 1962년에 설립되어 6개의 공장을
가진 이 회사는 인도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방
적사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 회사가 인
도 펀잡주에 반월공장과 비슷한 규모의 가공
사공장 건설을 계획하면서, 경방에 기계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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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훈련지침서에 의한 각종 운∙보전
기준, 생산계획 및 출고 시스템, 염조제 선정,
염색방법, 처방전 작성방법, 중간제품 검사기
준, 각종 시험방법, 그리고 체크 포인트 등이
총망라된 기술이전을 제의해왔다.
경방은 본 계약 이전인 1992년부터 건물 및
기계의 레이아웃과 기계선정 준비작업에 들어
가 1993년 9월에 최종계약서에 서명하였고,
1994년 8월 18일부터 25일간 반월공장에서 바

영등포공장을 방문한

르트만사의 책임자급 2명이 부분연수를 받았

니(丸紅)상사가 10% 비율로 투자하였다. 경방

으며, 2차로 1994년 11월부터 60일간 염색 담

은 합작 참여 이외에 공장설립 및 생산에 대한

당자2명에게생산에대한연수를실시하였다.

별도의 기술료를 받음으로써 다시 한 번 해외

1994년 말에는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1995

파키스탄 아노드그룹 관계자

에 기술을 수출하게 되었다.

년 3월에 기계가 설치됨에 따라 경방은 기술자

1995년 11월에는 파키스탄 아노드(Anoud)

를 파견하여 인도 현지에서 각 공정 시운전, 염

그룹, 일본 마루베니(丸紅)상사와 공동으로 치

색기술 지도 및 품질기술 지도를 실시하였다.

즈염색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및 기술

그 결과 바르트만사의 가공사공장은 1996년부

수출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1997년 1월

터 품질이 안정되어 월 4만kg을 생산하면서 정

에 파키스탄 카라치시에 설립한 펄(Pearl)염색

상궤도로 접어들었고, 1998년의 2차 증설에 이

가공(株)은 염색기 6세트, 연간 1,150톤 규모의

어1999년에는3차증설에착수하였다.

치즈염색사를 생산하였는데, 아노드그룹이

기술을 제공받은 바르트만사는 경방의 기

79%, 경방이 14%, 마루베니상사가 7%의 비율

술전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공장 입구에

로 총 500만달러가 투자되었다. 경방은 합작

경방의 김각중 회장과 바르트만사의 Sharma

투자 이외에 공장건립 및 생산에 대한 기술료

회장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

를 받게 됨으로써 인도의 바르트만사에 이어

였다.

세번째로 기술수출을 하였다. � 239

1995년 6월 16일에도 바르트만사와 멜란지
사을 생산하는 V.K.M 칼라스핀(Colourspin
Limited)사의 합작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

다. 인도 바디시에 세워진 이 공장은 부지 8만
㎡, 건평 1만 2,000㎡ 규모이며 방적기 2만추

제3절 사업다각화와
신규사업 진출

의 설비로 연간 3,000톤의 면멜란지사를 생산
하여,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홍콩 등 제3국으

1. 사업다각화

로 수출하였다. 총 1,450만 달러가 투자된 이

경방은 창업 이래 섬유전문기업으로 성장

공장은 1996년 7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는

해 왔으나 1970년대초 비섬유부문으로의 진

데, 바르트만그룹이 78%, 경방이 12%, 마루베

출을 시도한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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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경방필백화점과 한강케이블TV, 우리

는 이 해 12월, 54개의 종합유선방송국 중에서

홈쇼핑 등의 설립을 진행시키면서 사업다각화

최초로 개국, 방송을 시작하였다.

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1996년 1월에는 섬유전문업체인 케이 티 에

공장 지방이전 정책으로 비롯된 영등포공장의

프(Kyungbang Textile Fashion)를 설립하였다.

부지활용과 당시 치열한 국제교역환경, 생산

섬유전문업체인 케이 티 에프는 강남구 역삼

원가 상승 및 인력확보난 등 경제∙사회여건

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월부터 각종 사류,

의 급변으로 면방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약화

직물류, 섬유완제품의 기획, 개발, 생산 및 판

되는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활로를 모색하기

매와 직물의 제직, 염색가공 등의 사업에 착수

위한 것이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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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8월 그랜드 오픈한
경방필백화점 전경

이에 따라 1994년 8월에‘정직과 신용을 바

국내에 이어 1996년 하반기부터는 해외진

탕으로 국내 유통산업 발전과 지역 내의 풍요

출도 적극 모색하여, 이 해 7월에는 음향기기

로운 신생활 문화창조’
라는 기치를 내걸고, 경

부품생산 및 조립회사인 폴란드의 포니카

방필백화점이 탄생하였다. 또한 1994년 2월에

(FONICA)사의 지분 85%를 인수하였다. 이후

는 자본금 30억원의 한강종합유선방송주식회

9월에는‘Kyungbang Fonica’
사로 상호를

사를 설립하였는데, 경방(35%)이 최다출자자

변경하였다. 또한 이듬해인 1997년 1월에 2차

로 회사설립을 주도하고, 남영나이론(15.0%)∙

전지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미국 뉴저지

한국장기신용은행(10.0%)∙국일방직(8.0%)∙

주에 PPT(Preferred Power Technologies)사를

한일건설산업(7.5%) 등 총 12개의 법인 또는 개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1997년 7월

인이 참여하였다. 정보화∙세계화 시대가 도

에는 그동안 경방이 40% 지분을 소유하고 있

래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송환경도 다매체∙다

던 경덕산업이 3년째 결손을 내고 있으며 향

채널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한강케이블TV

후 전망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분 전량을 매
각하기도 하였다. � 241

2. 경방코너, 경방상사로 상호변경
주식회사 경방상사는 1968년에 임대로 개
설된‘경방써비스코너’
가 그 모체이다. 경방
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봉사기능을
확대하고자 1972년 6월부터 임대형식을 탈피
하여 이를 직영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7월
에는‘경방코너’
로 바꾸어 사업부로 발족하고
1977년 3월 경방코너를 부로 승격시켰다.
그후 판매의 신장에 따라 품종의 다양화를
꾀하고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가 확산됨에 따
라 독립법인의 필요성을 느껴, 1978년 1월 자
본금 3,000만원으로‘주식회사 경방코너’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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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2001

21세기를 준비하는 사업다각화
1990년대 들어 경제, 사회여건이 급변하면서 면방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업다각화에 나선다. 경방필백화점과
한강케이블TV가 대표적인 사업다각화 노력의 결실이다. 경방필백화점은 2009년 타임스퀘어의 성공적인 그랜드 오픈과 운영의 토대가 되었
고, 한강케이블TV는 2001년 우리홈쇼핑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기술의 밑거름이 되었다.

148

제1부
◉
역사편

제2부

설립하였다.

를 꾀함으로써 면제품 생산업체로서의 면모를

경방코너는 1980년 6월에 구로 3공단 내의

새롭게 하는 한편 원면과 화섬원료는 물론 기

봉제공장을 매입하여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갔

계류 및 그 부품과 비섬유제품의 수출입 및 판

으며, 1983년 8월에는 도심지 개발에 따라 본

매로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도약을 꾀

사사무소를 서소문동으로 이전하였다가 1986

하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었다.

◉
현황편

년 봄에 다시 다동으로 옮겼다. 또한 이듬해 6

1990년대의 우리나라 의류산업은 선진국의

월에는 구로 봉제공장을 증축하여 시설의 교

수요 부진, 임금상승에 따른 경쟁력의 약화 및

체 및 증설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의 고급화

후발개도국의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수출이 부

를 꾀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87년에는

진하였다. 내수판매도 대형 수출업체들의 국

직물부문에서 7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해

내시장 진출로 판매경쟁이 치열해지고, 인력

외 직수출은 약 4억원을, 내수판매는 마직물 및

난에 따른 생산제품의 품질 저하 및 납기지연

CVC직물을개발해판매에주력한결과전년보

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다45% 증가된40억원을달성하기도한다.

이런 가운데 1993년 5월에는 본사 사무실

또 1988년에는 하반기부터‘3고(高) 현상’ 을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하고, 11월에는 자

경방상사 전경과

과 노사분규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본금을 10억원으로 증자하였으며, 섬유업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가운데서도 수출과 내수를

오랜 불황에서 벗어난 1994년에는 전년도에

합쳐 약 123억원의 매출을 기록, 1억 8,500만

비해 115.6%가 증가한 261억여원의 매출을 기

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실적을 거뒀다.

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실적에도 불구

경방코너는 이처럼 사세가 확장되자, 1989

하고 오랜 불황으로 누적된 불량재고 및 부실

년 2월,‘주식회사 경방상사’
로 상호를 변경하

채권으로 인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는 못

는 한편 3월에는 자본금을 7억원으로 증자하

하였으며, 그 결과 같은 해 10월에는 경영정상

였다. � 389

화를 위하여 자본금 10억원을 1억원으로 감자

경방상사로의 상호변경은 표면적으로는 기

하고, 발행주식 총수를 1만주로 줄이는 등 체

존 상호가 가진 점포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한

질개선에 들어갔다. 또 이듬해 1995년에는 2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상품 개발과 해

차례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다

외브랜드 유입에 대응할 만한 품질의 고급화

시 늘리고 사무실의 확장과 신규투자로 활로

생산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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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색하기도 했다.

금융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경영여건이

이런 노력에 힘입어 매출액 부문에 있어 전

극도로 악화되어 많은 기업이 도산하였다. 경

년도에 비해 64.6%의 신장을 이루는 데 성공

방상사 또한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하였고, 당기순이익 또한 소폭이긴 하나 흑자

그해 연말결산에서는 매출이익 감소와 과다한

를 기록함으로써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52억원에 달하

되었다.

는 큰 폭의 적자를 내고 말았다.

1996년, 경방상사는 전년대비 9.4%의 매출

경방상사는 이 해 9월, 봉제사업부문을 분리

액 신장을 기록하였으나 수익성 저조와 금융

하여 구로공장의 봉제시설을 기존의 종사원들

비용 과다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큰 폭의 적자

에게 임대형식으로 제공,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를 냈다. 이 해에 경방상사는 자산재평가를 실

하는등다각적인대책마련에나서게된다.

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였으며, 이어 2
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이 기존의 10억원
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듬해에도 매출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3. 경방기계의 사업다각화와 자회사 설립
경방은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기계공업부
문으로의 진출을 시도, 1977년 2월 28일에

17.2%의 신장을 이루었으나, 수익성 저조와 ‘주식회사 새한패시픽’
을 인수한 후 그해 6월
과다한 금융비용 및 불량재고 처분, 대손상각,

14일 상호를‘경방기계공업주식회사’
로 변경

외환평가손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

하였다. 1973년 9월 6일에 설립된 새한패시픽

경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영

은 한∙미 합자로 구로공단 내에 설립된 타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방상사는 본사 사

기 제조회사였으나, 경방이 인수할 무렵에는

무실을 구로공장으로 이전하여 관리비용을 절

타자기 제조설비 가운데 부품공구인 프레스기

감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와 절삭기만 겨우 갖추고 있을 정도로 유명무

1998년은 우리나라가 IMF사태에 직면함으

경방기계에서 생산한
각종 다이캐스팅 제품

실하였다.

로써 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시련과 불황으로

경방기계는 1978년에 2대의 타자기를 품질

허덕인 한 해였다. 초긴축 통화운영과 구매력

검사용으로 생산, 서독 관계기관에 검사를 의

의 감퇴로 인하여 내수경기는 위축되고, 금융

뢰, 합격함으로써 4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

권의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이 이자율 상승과

에 돌입할 수 있었다. � 393

경방기계 반월공장 전경과
다이캐스팅 작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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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편

제2부

이때 첫 제품으로 내놓은‘크로바(Clover)’ 기계는 1986년 12월, 일본 실버 세이코사와 2
휴대용 소형 타자기 9.5인치 302모델은 국내

차 기술제휴를 통해 30만대에 달하는 OEM방

최초의 양산체제에 의한 타자기로 전량 수출

식의 타자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을 겨냥한 것이었다. 또한 이해 6월에 국내 최

1987년 5월에는 서울 중구 무교동에 서울

초로 영문타자기 500대를 자유중국에 수출함

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내 영업활동을 보다 적

으로써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였다. 첫

극화하고, 이해 10월 15일에는 주조 및 금형

수출을 계기로 크로바 타자기는 품질과 가격

전문공장인 반월공장을 준공하여 생산체제 확

면에서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현황편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휴대용 소형타자기 생산과는 별도로

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2월에는 자본금을

경방기계는 1979년 2월에 일본의 료비(Ryobi)

17억원으로 증자하였다. 상호에서‘공업’
이라

사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금형제조에 관한

는 용어를 삭제한 것은 크로바타자기와 다이

기술제휴를 맺고, 9월에는 금형공장을 확장

캐스팅사업의 병행을 계기로 일반 소비자와

하여 다이캐스팅 시설을 도입, 가동에 들어감

수출바이어들에게 기업이미지를 새롭게 심어

으로써 경합금 주물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주기 위함이었다. � 394

다이캐스팅 제품은 주조 기술의 발달에 힘입

1990년부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ADC)부

어 자동차는 물론 가전제품과 농기계 등에 이

문은 타자기부문을 제치고 경방기계의 주력사

르기까지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업으로 부상하였다. 이해 6월에는 사무기기

특히 세계적인 자동차의 경량화 추세에 따라

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영업부서를 판

사업전망도 매우 밝았다.

매전문회사로 독립시켜 판매법인 (주)경방크

첫 수출의 개가를 올린 타자기 분야는 1978

로바를 설립, 타자기를 비롯한 사무기기의 총

년 11월, 제품의 다양화와 기술혁신에 노력한

판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제품의 다양화를 위

결과 1978년 11월, 707디럭스 등을 개발하여

하여 팩시밀리를 OEM영업품목으로 추가하

이듬해인 1979년에는 총 2만 6,000여대의 타

였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공업 발전에 따라

자기를 생산하였다.

반월공장 증설에 착수하여 1991년 12월에 다

타자기에서부터 다이캐스팅 주조 및 금형

이캐스팅공장 증설을 완료하였다.

제조까지의 생산체제를 갖춘 경방기계는 1981

1993년은 경방기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해

년 9월, 일본의 실버 세이코(Silver Seiko)사와

로 기록되고 있다. 구로 및 반월공장이 각각

기술을 제휴하여 새로운 모델의 타자기를 개

매출액 100억원대를 돌파하였고, 수출 또한

발, 생산하였다.

1,000만불을 달성한 것이다. 이는 생산설비

1982년에는 수출입업 등록을 하여 독자적
으로 해외수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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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9년 3월 1일에는‘경방기계주식회

자동화 추진과 품질개선운동 그리고 외주업체
활용강화 등에 힘입은 바가 컸다.

1985년 8월에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릭(Tokyo

1994년에는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수익

Electric)사와 기술을 제휴하여 전자타자기 사업

성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자체기

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또한 경방

술로 지폐계수기(MC-100)를 개발하고 양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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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감으로써 타자기 사업부문의 사양화에 대
비하여 대체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해 9월에는 증권업협회로부터 코스닥 등록
법인으로 인가를 받음으로써 기업의 신용과
인지도 향상은 물론 향후 운영자금을 원활하
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타자기 사업부문의 대체를 위한 노력은
1995년에도 계속 이어져, 경방기계는 2월에
일본의 콘락스(CONLUX)사와 합작으로 (주)한

1997년 11월 20일

국콘락스를 설립하였다. 경방기계가 51%를

로 인하여 시장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폐계

투자한 한국콘락스는 자동판매기의 전제품에

수기가 독자개발 모델의 우수한 성능 및 철저

사용되는 동전 및 지폐인식기를 개발, 양산체

한 사후관리로 금융권과 관공서 등에 보급되

제에 들어갔다.

기 시작하고, 대만, 중국, 홍콩 등 10여 개국에

또한 ADC사업부문은 자동차산업의 전반적
인 호조로 큰 폭의 매출증가를 기록했으나 타

KS A/ISO 9002 인증을
획득한 경방기계

수출됨으로써 구로공장 전체 매출의 50%를
상회하는 주력제품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자기 사업부문은 계속적인 수출시장 잠식과 전
자식 타자기의 내수시장 감소, 컴퓨터 보급에
따른경쟁력저하로매출이크게감소하였다.

4. 경방어패럴 설립
경방은 1966년부터 봉제품을 임가공하여

이처럼 타자기 사업부문이 해가 다르게 침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가봉제시설이 없어

체를 거듭함에 따라 경방기계는 1996년 9월에

품질관리와 납기이행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

자동차 부품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충남 예

고 있었다. 이에 부산시 서구 장림동에 1,575

산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을 생산, 공급

평의 대지를 확보해 1976년 4월부터 부산봉제

하는 (주)경서기계를 설립하는 한편, 12월에는

공장의 건설에 착수하여 7월에 완공하고 8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기계식 타자기 생산라

부터 공장가동에 들어갔다. 당시 준공된 부산

인을 철수하기도 한다. � 395

공장의 생산규모는 445평의 본공장에 4개 라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주 거래처

인 규모로 드레스셔츠 제조시설을 갖추었으

인 기아자동차가 부도로 공장가동율이 크게

며, 233평의 부대건물에는 사원들을 위해 기

저하되면서 경방기계 또한 어려움을 겪게되어

숙사와 사택을 마련하였다. 이후 1987년에는

1990년대 들어 처음으로 2억여원의 적자를 기

439평 공장건물을 추가로 증축해, 이듬해

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시련 속

1988년부터 경방 내에 봉제사업부를 신설해

에서도 경방기계는 1997년 ISO 9002 품질인

부산공장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증 획득에 이어 1998년에는 100PPM 품질인

듬해 1990년 3월 1일에는 봉제사업부의 업무

증을 획득하는 등 재도약을 위한 품질보증체

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을

제 확립과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4억원으로 시작하는 별도법인의‘주식회사 경

1999년에는 출시 당시 후발업체로서의 한계

방어패럴’
을 설립함으로 봉제산업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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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어패럴의
부산공장 작업 현장

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시기 국내 봉제산업계는 제품의 소재 추
이가 개성화, 다양화, 단사이클화 경향으로 흐

격 등 대외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었다.

름에 따라 종전의 노동집약적 생산체제는 점

봉제업계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설비자동

차 기술집약적 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었다.

화를 추진하고 저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한 해

특히 1987년 이후 의류생산업체는 생산성 향

외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

상,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해 임금상승

노력에 부심하였다. 그러나 생산공장의 급격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서 시설자동화를 가속화

한 해외 이전은 국내 봉제산업의 공동화 현상

하고 있었다.

마저 일으켰고, 수출경쟁력의 약화는 수출전

이런 상황하에서 경방어패럴은 섬유산업에
서 축적한 모기업의 노하우를 패션산업으로

153

인도네시아, 태국 등 후발개도국의 급격한 추

문업체들로 하여금 내수시장에 뛰어들도록 함
으로써 수급불균형 현상도 야기되었다.

연결시키고,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립

경방어패럴은 부산공장 시절부터 일터를

초기에는 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드레스셔츠

지켜온 장기근속 종사원들이 많아 인력난은

를 주로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데 주력하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출부문의 경쟁력 약

다. 그 결과 1990년에는 10개월 남짓한 영업

화로 1993년도의 매출은 소폭이기는 하지만

기간에도 불구하고 25억 5,000여만원의 매출

하향세로 돌아서고 말았다. 그래도 이 시기까

을 기록, 창립 첫해부터 소폭이나마 흑자로 출

지는 당기순이익 면에서는 약간의 흑자를 기

발하였다. 이중 수출이 18억 5,000여만원으로

록하고 있었으나, 1994년으로 접어들면서부

전체 매출액에서 72.4%를 차지함으로써 설립

터는 매출과 당기순이익 모두 악화되기 시작

때 의도하였던 봉제품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

하였다. � 392

대를 충족시켜 나갔다. 그러나 1991년부터 우

이에 따라 경방어패럴은 경영합리화을 위

리나라 봉제산업은 이미 대내외적인 시련에

해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1994년 7월에는

직면하고 있었다. 내적으로는 1987년 이후 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부문을 대체할

속되는 급격한 임금상승과 생산직 기피현상으

신규사업으로서 유니폼사업을 선정하고 9월

로 인한 인력확보가 문제가 되었고, 외적으로

에 1억 5,000만원을 증자하여 총 자본금을 5

는 주요 선진국의 수입규제를 비롯하여 중국,

억 5,0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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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사업은 때마침 개점을 앞둔 경방필백
화점과 경방 그리고 장기신용은행의 여사무복

했으며, 자본금 43억원을 유상증자해 총자본
금이53억5,000만원으로늘어나기도했다.

을 수주함으로써 첫 발을 내디뎠으며, 이를 기
반으로 1995년에는 가격경쟁력이 없는 드레스

5. 유통업 진출과 경방필백화점 탄생

셔츠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내수로의 전환

1) 경방필백화점의 탄생

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96년 매출액은

공장합리화의 일환으로 1990년 2월에 폐쇄

전년보다 29.2%가 증가한 45억여원으로 늘어

될 영등포공장 직포부문의 부지 활용방안을

났으며, 당기순이익도 흑자기조로 돌아섰다.

다각도로 검토하던 경방은, 영등포공장이 서

또한 6월에는 조흥은행‘창립 100주년 기념

울시 5대 부도심권 중 하나인 영등포의 중핵

유니폼패션쇼’
에 참가하여 하복부문에서 1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1990년

를 차지하는 한편 20여개사의 유니폼 제작을

초부터 유통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당시

수주함으로써 국내시장에 그 저변을 넓혀나가

계획은 직포공장 부지 3,400여평 위에 지하 3

기도 했는데, 이는 경방어패럴이 유니폼사업

층, 지상 10층, 연건평 1만 5,700여평의 대형

에 진출한 지 불과 2년만의 일이어서 그 의미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지하 1층에서

가 더욱 컸다. � 392

지상 5층까지의 4,500평은 의류전문 쇼핑센

경방어패럴은 이렇듯 점차 자리를 잡아가
는 유니폼사업과는 별도로 이해 10월, 일경통

타로 운영하고, 지상 7층에서 10층까지의
3,000여평은 사무실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상으로부터‘미키크럽’
브랜드의 아동복 생산

이에 따라 1990년 8월 28일 의류전문 쇼핑

주문을 받은 것을 계기로 니트사업에도 진출

센타인
‘경방프라자’
의 건립 승인을 받은 경방

하게 되는데, 이는 품질 및 가격경쟁력면에서

은 9월에 유통사업부를 신설하고 1991년 7월

우수한 경방의 니트용‘메란사’
를 최대한 활

에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한

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었다.

1992년 5월 8일에는 1994년 8월 준공을 목표

1997년의 내수 봉제업계는 국내 경기의 불

로‘경방프라자’
의 기공식을 갖고 7월 1일에

황이 장기화된 데 이어 연말의 외환위기까지

는 경방프라자 쇼핑센타를 수권자본금 20억

겹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경방필백화점 개장
초기의 매장 모습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극
도의 판매부진을 보였으며, 금융기관들이 대
출을 회수하면서 많은 봉제회사들이 문을 닫
아야만 하였다. 경방어패럴 또한 이러한 경기
침체에 따라 매출은 정체현상을 보였으나 당
기순이익은 증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듬해
인 1998년에는 IMF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
매의욕이 크게 감소 된 가운데에도 1996년에
시작한 니트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보다
27%가 증가한 66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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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별도법인으로 정식 설립하였다.

제1부
◉
역사편

제2부

전관 새 단장 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매장 면적

경방프라자 쇼핑센타는 1993년 2월 22일에

을 5,242평으로 확대하고(930평 증가), 셔틀버

상호를‘주식회사 경방유통’
으로 변경하고,

스 노선의 신설, 필 영클럽 및 필 레이디스클

1994년 3월 24일에는 쇼핑센터의 이름을 경

럽 제도 등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고정고객 확

방프라자쇼핑센터에서
‘경방필백화점’
으로 변

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패션백화점’
으

경하였으며, 8월 31일‘정직한 친구, 경방필백

로 거듭나기위해‘허스토리(Herstory)’
라는

화점’
이라는 슬로건 아래 준공됨으로써 새로

테마를 설정하여 광고를 전개하고, 매장 역시

운 쇼핑문화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층 세련된 인테리어로 여성의류 매장을 대

◉
현황편

경방필의
‘필’
이란
‘�을 사랑하는 사람들’ 폭 확대함으로서 인근 백화점들과의 차별화된
이라는 뜻의 접두어 Phil과 철학이라는 뜻의

영역을 구축해 나갔다.

Philosophy의 Phil에서 따온 글자로서
‘사랑’
과‘철학’
이 있는 백화점을 뜻하는데, 이는 경

▲▲경방프라자 신축공사
기공식(1992. 5. 8)
▲경방필백화점
그랜드 오픈 테이프 컷팅
(1994. 8. 31)

2) 시련 속의 성장

방의 기업정신인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고

이같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던

객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통하여 사랑받고 신

1997년에는 국가적으로 IMF사태가 발생해 진

뢰받는 백화점이 된다’
는 뜻이 담겨있었다.

로 아크리스, 뉴코아, 미도파 등 대형 백화점

약 700억원의 건설비용이 투자된 경방필백

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개점한 지 3년밖에

화점은 준공시 최초 설계보다 지하 1개 층이

안된 경방필백화점으로서는 그 존립 자체마저

늘어난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대

7,200여평으로 건설되었으며, 스넥∙식품매

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업체 간의 M&A는 적

장 및 만남의 광장(B1), 잡화 및 패션 부띠끄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일으

(1F), 여성의류(2F), 남성의류(3F), 아동∙스포

키기 위해 잇달은 사은품 경품행사 등 판촉전

츠의류∙영 캐주얼의류(4F), 생활용품 매장

이 가속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수익성은 더욱

(5F), 식당가 및 이벤트홀(6F), 문화센터 및 증

악화되기도 했다. � 398

권회사∙여행사(7F), 각종 업무시설(8F�10F)
을 갖추고 8월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은 신생업체이면서 단일점포
만을 운영하는 경방유통으로서는 하루하루 버

경방필백화점은 개점 초부터 후발업체의

티기 힘든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총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4년에는 자본금

체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경방필백화점은

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자하고, 백화점

1997년 5월에 신업태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단일 백화점으로는

위하여 백화점과는 별도로 창고형 할인매장인

최초로 10만평 규모의 지정목장을 마련함으로 ‘필마트’
를 개설하고 1997년 말과 1998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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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양질의 한우를 사육, 공급하는 시스템를 갖

에는 인원을 497명에서 402명으로 20% 감원

추기도 한다.

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에 들

또 1995년에는 백화점 인지도가 점차 확산

어간다. 그리고 1998년 9월 1일에는 유통업계

됨에 따라 국내 백화점 최초로 현금우대카드

최초로 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적

를 발급하는 한편 연말부터 1996년 8월까지

립된 포인트를 바로 현금처럼 이용하는 캐쉬

◉ KYUNGBANG - 90 YEARS HISTORY � 제1부 경방의 90년

백(Cash Back)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경영여건

위해 지하1층에 있던 볼링장 등을 필마트 매장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고금리 상

으로 확대해 1,500평으로 재오픈하고, 백화점

환에 따른 자금압박과 대외 신용도 저하, Key

사무실을 별관 홈센터 2층으로 이전해 기존

브랜드 철수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1998

10층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자체적인 자구노

년에는 결국 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

력도 강화했다.

고, 개점 이래 총 누적적자가 437억원에 달하

그리고 2000년 1월과 2001년 4월에는 추가

면서 그룹차원에서 유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로 50억원과 100억원을 다시 증자, 자본금을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최악의 경영 환경을 맞

총 240억원으로 확대하고, 백화점 간의 치열

기도 했다.

한 경쟁 속에서도 적극적인 영업전략 구사와

그리고 이듬해 1999년 국내경제가 IMF 구

브랜드 인센티브제도 시행, 유휴 매장의 최대

제금융 체제에 들어선 이후 각종 구조개혁과

한 활용을 통해 1,627억의 매출(전년대비 9.4%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통해 최악

신장)을 기록하면서 소규모이나마 흑자를 시현

의 경제상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하게 된다. 또한 2001년에는 경영합리화를 위

유통업계 또한 매출이 서서히 확대돼 연말에

해 시설 관리부를 분사(分社)시키고, 특판영업

는 서울시의 주요 상권이 20% 이상의 고신장

팀을 도소매업종의 별도 법인인‘다우엔터프

을 보였다. 이같은 변화는 지속적인 적자로 어

라이즈’
로 라는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5억원)해

려움을 겪던 경방유통으로서도 회생 가능한

영업력을 더욱 배가시키는 한편 기존의 경방

청신호로 받아졌다.

필 자사카드를 한미카드(현 신한카드)와 전략적

이에 따라 경방유통은 1998년 말 모기업인
경방으로부터 임대료 인하에 이어 1999년 초

필마트 오픈식(1997. 5. 1)

제휴를 통해 매각함으로써 자금수금 및 카드
운영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에는 자본금 50억원을 증자 받아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흑자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6. 한강케이블TV 개국

게 된다. 또한 기업생존을 위해 전직원이 각종

오늘날‘뉴미디어의 꽃’
으로 불리는 케이블

수당을 반납하고, 각 부서별 총액 인건비 관리

TV는 기존 전파방송과는 달리 방송의 지역

제와 비용실명제, 영업실적 고과제 등 구성원

화∙전문화 다양화를 촉진함으로써 각광받는

들의 철처한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각종 관리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였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케이블TV가 등장하기 시작

아울러 판매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를

한 것은 1991년 7월 1일로, 서울 목동과 상계

경방필백화점 자본금 변동상황
년월일

변동금액

변동 후 자본금

변동내역

1994. 6. 10

1,000,000,000

4,000,000,000

유상증자

1999. 2. 1

5,000,000,000

9,000,000,000

유상증자

2000. 1. 14

5,000,000,000

14,000,000,000

유상증자

2001. 4. 2

700,000,000

13,300,000,000

유상감자

2001. 4. 12

10,000,000,000

23,300,000,000

유상감자

2003. 3. 28

3,730,000

23,303,703,000

합병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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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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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동지역 주민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가동

송을 내보냈으며, 3월 7일에는 상호를
‘(주)한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케이블TV 방송시

강케이블TV’
로 변경하면서 2002년 8월 매

대를 맞게 되었다. 또 이 시기를 전후로 삼

각할 때까지 지역사회의 방송문화발전에 공

성∙대우∙LG∙한전∙한국통신 등 많은 기

헌하게 된다.

◉
현황편

한강케이블TV 개국 축하연
(1994. 12. 16)

한강케이블TV에서 제작한
‘우리 동네 명가수’프로그램

업들이 케이블TV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그러나 사업 초기 2개월간의 무료방송기간

공급업∙케이블망 구축∙관련기기사업 등에

을 거쳐 5월 1일부터 유료방송으로 전환한 한

대한 진출 의사를 표명하고 본격적인 사전작

강케이블TV는 당초‘황금알을 낳는 거위’
일

업에 들어갔다.

것이라던 기대와는 달리 일반인들의 케이블

그러나 경방에서 케이블TV 방송 진출을 검

TV에 대한 인식 부족과 초기의 홍보 부족, 전

토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늦은 1993년 9월

송망 설치 지연 및 컨버터 공급문제로 인해 사

부터였다. 이전이 요구되고 있는 영등포공장

업 첫 해에는 1만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미 가

만족해야 했다.

시화 된 백화점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으

우리나라에서 케이블TV가 본 방송을 시작

로서 낙후된 영등포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

한 지 2년째로 접어든 1996년은 신규 지상파

하고, 우리나라의 정보화사회 진입에 걸맞은

민방의 신설,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의

사업으로 케이블TV 방송사업이 전망이 있을

시작, 케이블TV 보급 확산에 따른 100만 시청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가구 돌파 등 질적∙양적으로 성장한 한 해였

그 같은 결정에 따라 경방에서는 1993년

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업계는 개국 초기의

10월 29일 서울시에‘종합유선방송운영계획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

서’
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사업진출을 계획하

하여 지상파 방송으로는 한계가 있는 국민들

였다. 당시 케이블TV 방송국은 전국 54개 구

의 다양한 시청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방송과

역마다 하나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

통신 등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산업들을

었는데, 지역사회 공헌도, 재정능력 및 건전

융합시키는 멀티미디어산업으로의 발전 가능

성, 방송사업경험, 공공성, 채널운용계획, 재

성을 내보였다. � 400

무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이 평가기

1996년에 한강케이블TV는 가입자 확보를

준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1994년 1월 14일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계속하였는데, 증권가

에 공보처의 최종심사를 거쳐 사업권을 따낸

와 임대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 빌딩가

경방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지역주민의

의 경우에는 전송망 인입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정보욕구 충족, 지역의 전국화 및 국제화 추

고객상담실을 강화하고 수신료 자동이체접수

구, 공익적 방송의 추구, 미래지향적인 새로

를 실시하는 등 수신자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

운 방송문화의 창조 등 공익방송과 지역 밀

하여 노력하였다. 하반기에는 미가입자를 대상

착방송의 구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월 16

으로 텔레마케팅을 실시하였고, 설치비를 50%

일에 자본금 30억원의‘한강종합유선방송주

할인해주는행사를벌이기도하였다.

식회사’
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6일 시험방송을 거쳐 1995년 3월 1일 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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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월에는 지역채널에‘영등포 사랑방’
을 편성, 영등포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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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방영하
기 시작하였으며, 문자방송으로 진행되는‘한
강게시판’또한 지역소식을 신속히 전달함으
로써 시청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1997년의 케이블TV업계는 아리랑TV, 위성
방송의 개국으로 채널 수가 증가하였고, 24개
2차 SO(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 선정과 개국으로
총 77개 지역을 망라하는 전국 네트워크시대
로 진입하였다. 이 해 한강케이블TV는 연초부
터 보다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수립하여 케이

한강케이블TV의 주조정실

블TV 개국 2주년 특별행사를 실시하고, 업계

8,75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듬해인 1999년에

최초로 대림성모병원에 병원 코인시스템을 설

는 3만 1,000명으로 늘어났다.

치하는 등 고객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하
반기에 밀어닥친 IMF 사태로 가입 해지자가

7. PPT 설립

증가하는 등 기존 가입자 수의 감소로 연초의

PPT(Preferred Power Technologies Inc.)

2만 1,000 가입자 목표에 상당히 미달되는 1

는 1997년 1월 3일,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경

만 7,000 가입자 확보에 만족해야 했다.

방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1998년 1월에는 케이블 TV업계에 지역채널

회사(자본금 100만달러)였다.

보도권이 부여되는 희망적인 조치가 취해졌으

1980년대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 휴대하기

나, 케이블TV 업계는 1년 내내 전반적으로 고

쉽고 이동이 편리하도록 소형화, 경량화되면

전을 면치 못하였다. 일부 PP(프로그램공급자)채

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그

널의 부도 등에 따라 케이블TV업계는 사업활

러나 전자제품의 메모리, CPU, 디스플레이 등

성화를 위하여 PP의 장르 조정, 채널티어링제

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기술이 개발되는

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의 활로를 모색하였다.

반면, 배터리 분야는 기술개발의 속도가 상대

또한 한강케이블TV는 시청자들의 가격부

적으로 뒤쳐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담을 최소화하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육성법으로 1990년대

의 일환으로 시청료 5,000원의 보급형채널을

초까지 이 분야에 대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차

도입하고, SO 최초로 두루넷과 연계한 초고속

단해왔기 때문에 기술개발자금이 대기업으로

인터넷 상용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3월 16

부터 투입되지 못한 데다 짧은 연구기간으로

일부터는 46일간 설치비 할인 캠페인 행사를

인해 세계적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실시하였는데, 현수막 부착과 전단지 배포 등

전지에 적용할 수 있는 화학기술 또한 이론적

기존의 홍보방법은 물론 전직원이 지하철역을

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중심으로 가두홍보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전환 없이는 미래 전자장비의 Power Needs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8년 말 총가입자 수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도 문제였다. 세계적으

는 IMF 체제의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1만

로도 대규모의 설비투자에 비해 단기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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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을 맞기도 했다.

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1998년 4월

1980년대 미국의 R&D기술이 일본의 제조기

에 첫 제품을 생산하고 7월부터 하루 1,000개

술과 맞물려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제품을 생산, 1998년 11월에는 최대 일

◉
현황편

▲▲PPT에서 생산한 제품
▲PPT공장 내부의 작업 현장

배터리는 1회 사용에 그치는 1차전지와 충

간 생산능력인 5,000Cell/Shift를 달성하고,

전과 방전을 거듭할 수 있는 2차전지로 구분

UL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판매하기 시

되는데, 1차전지로는 일상 속에서 매일 사용하

작하였다. 또한 1999년 2월에는 9억 5,000만

는 알카라인 전지와 PPT에서 생산하는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첨단 리튬이온전지의

Li/SOCl2(Lithium Thionyl Chloride)전지, 카

개발 및 생산능력의 확충에 본격적으로 착수

메라 등에 사용하는 Li/MnO2(Lithium

하기도 했으나, 주력상품인 Li/SOCl2전지의

Manganese Dioxide)전지가 있고, 2차전지는

판매가 예상외로 부진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

Ni-Cd(니켈 카드뮴)전지, Ni-MH(니켈 수소)전

다. 이는 Li/SOCl2전지의 주된 용도는 AMR

지, Li-ion(리튬 이온)전지가 있다. 이 중에서도

(Automatic Meter Readers), Computer

Li/SOCl2전지 같은 기존의 알카라인 전지에

Memory Back-up 등으로, 한번 장착하면 10

비해 8배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리

년 이상 교체없이 사용하는데 따른 신생회사

튬 전지가 각광을 받고 있었다.

로서의 인지도 부족 때문이었다. � 406

과거에는 1회용의 알카라인 전지가 시장을

PPT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자체

지배하여 왔으나 1990년대에는 3C시장(셀룰러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폰, 캠코더, 컴퓨터)이 확대되고, 소형화∙경량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

되기 시작하면서 2차전지 시장이 리튬이온전

였으며, 그 결과 1999년 후반기부터는 ISO

지를 기반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9001 인증 획득과 함께 MICRON∙MELAND

리튬 1차전지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1999년에

등 노트북 컴퓨터 제조업체들로부터 제품개발

1조 4,000억원 규모였으며, 이중 미국시장은

의 주문과 판매가 이루어져, 월매출 30만 달러

3,000억원 규모였다. 이중에서 PPT가 주력시

정도로 성장하였다. PPT는 이후 Li/SOCl2전

장으로 목표를 정한 Li/SOCl2 전지시장은 전

지의 인지도가 조금씩 확산되면서 영업도 활

세계적으로 3,000억원 규모이며 미국시장은

발해졌으며 2002년 1월 9일에는 뉴저지 주정

1,500억원 규모였다.

부의 승인을 얻어 회사명을 Mobilecore, Inc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경방의 사업다각

로 변경하기도 했다.

화 일환으로 1997년 설립된 PPT는 설립초기
에 4명의 인원으로 시작하여 공장설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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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홈쇼핑 개국

설계, 시장조사 등을 1997년 6월까지 완료하

1994년 경방필백화점 개점과 함께 (주)한강

고, 6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장비 발주 및 공장

케이블TV 설립으로 유통업과 뉴미디어사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이 해 말에 발생한

에 진출한 경방은 2001년 4월 29일, 부산 이이

IMF 사태로 인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어려움

즈비전과 공동 대주주로‘(주)우리홈쇼핑’
을

◉ KYUNGBANG - 90 YEARS HISTORY � 제1부 경방의 90년

설립하면서 TV 홈쇼핑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

핑’
임을 내세우며 가전, 보석, 의류, 이미용품

출했다.

등을 판매했는데, 9월 15일에는 시험 방송 시

1995년 국내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TV홈쇼

작과 함께 동영상 인터넷 쇼핑몰인 우리닷컴

핑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도(www.woori.com) 동시에 오픈해 370억원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며, 원하는 장소에 배

의 매출을 올리며 신규 3개사(우리홈쇼핑, 현대

달에 주는 무점포유통업을 말한다. 1982년 미

홈쇼핑, 농수산 TV) 중 1위를 기록하며 신규시

국에서부터 시작된 TV홈쇼핑은 영국과 독일

장 진입에 성공하였다.

제1부
◉
역사편

제2부
◉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1994

사업자 선정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전국 범

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정보통신의 발

위의 SO채널 송출권 확보와 방송, 전산, 물류

달과 함께 매년 100% 이상의 매출증가를 지속

인프라 구축 등을 완성하며 시장진입에 성공

하며 고속성장해 왔다.

한 우리홈쇼핑은 2002년 카탈로그 발송사업

경방에서 TV홈쇼핑 사업 진출을 검토한 것

과 함께 공중파 3사에 본격적인 TV-CF를 시

은 2000년 말로, 홈쇼핑사업이 나날이 성장을

작해 인지도 확산에 나섰으며, 안정적인 채널

거듭하자 정부에서 당시 2개로(현 GS홈쇼핑과

권 확보를 위해 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과 영

CJ홈쇼핑)제한하던 TV홈쇼핑사업권을 추가로

남방송, 천안유선방송 등 각 지역 케이블TV에

3개사를허가하기로결정하면서부터였다.

지분출자를 확대해 나갔다.

이에 따라 경방에서는 2001년 초 정부에 사

이런 가운데 이라크전쟁과 개인 신용 부실

업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31일‘우

문제 등 대내외인 경기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

리홈쇼핑’
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아지즈비전과

으로 TV홈쇼핑의 매출감소가 두드려졌던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치열한 경쟁을

2003년에는 5개 업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

뚫고 사업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같은해 5월

해진 상황에서도 1,375억원의 매출을 올려 사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5월 29일 (주)우리

업 시작 2년 반만에 흑자를 실현해 경방의 주

홈쇼핑을 설립(자본금 400억원)하고 9월 15일

요 계열사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시험방송을 거쳐 10월 15일 정식 개국했다.

흑자실현은 2004년과 2005년에도 지속적으

우리홈쇼핑은 창립 첫해‘여성을 위한 홈쇼

현황편

로 이어져 2004년에는 187억원의 흑자를 실

우리홈쇼핑 그랜드 오프닝
(200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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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속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대만 푸방그룹과 홈쇼핑
합작법인 FMT

선정하는‘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푸방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
설립을 위한 조인식

고객서비스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

(2004. 8. 17)

기도 했다.
또한 2004년 8월에는 국내 TV홈쇼핑
업계 최초로 대만에 진출, 8월 17일 목동
본사에서 푸방그룹과 홈쇼핑 합작법인
현해 사업 시작 3년 반만에 누적 손실을

FMT(푸방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 설립을 위

전부 해소했으며, 2005년에는 481억원

한 조인식을 가지고 2005년 1월 중순부

의 순이익을 내는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터 방송을 시작하기도 했다. 채널명은

우리홈쇼핑이 IMF 이후 지속돼 온 경 ‘모모홈쇼핑’
으로 영어‘More&More’
제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

에서 인용해‘더 좋고, 더 다양한 상품과

도 짧은 기간 안에 이같이 성장할 수 있

서비스를 제공해 더 큰 쇼핑의 즐거움을

었던 원인은 사업진출 이후 지속적인 고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 회사’
라는 의미를

객중심 마인드 제고와 고객만족 최우선

담고 있었다.

경영실천, 수익성 위주의 내실 경영, 특

모모홈쇼핑은 대만의 64개 종합유선

약 매출 등 고수익 모델 발굴 등을 강화

방송사업자(SO) 중 14개 SO를 확보해 12

한 결과로, 우리홈쇼핑은 2004년과

월부터 90만 가구를 대상을 시험방송을
시작, 1월 중순부터는 52개 SO를 통해
385만 가구에 방송을 내보냈다. 푸방그

[우리홈쇼핑 주요 연혁]
2001.

2. 21

경방과 아이즈비전을 대주주로 컨소시엄 구성

2001.

3. 31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승인 획득

2001.

5. 24

창립총회

2001.

5. 29

2001.

9. 15

(주)우리홈쇼핑 설립
본사 방송 개국(녹화방송 개시)
인터넷 쇼핑몰(www.woori.com) 오픈

2001. 10. 15

본사 방송 Grand Opening(생방송 개시)

2001. 11. 15

부산 지사 개국

2002. 4. 19

카탈로그 사업 개시(발송)

2003. 8. 22

카탈로그 사업 유보

2003. 12. 29

위성방송 송출 시작

2004. 5. 27

TV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획득

2004. 8. 05

대만 Fubon홈쇼핑 출자(1,728백만원, 11.11%)

2005. 2. 24

김담 부회장 취임

2005. 3. 30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 승인 획득

2005. 11. 15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

룹은 자산이 40조원 규모로 은행, 보험
회사, 예술진흥재단 등 21개 계열사를 거
느리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홈쇼핑은 합
작을 통해 대만 홈쇼핑 고객들에게 저렴
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국내 중소기업 우
수 상품을 적극 발굴해 공급하였다.

- 고객서비스 혁신 부문 최우수상
2006. 3.
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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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해 TV홈쇼핑 합작법인‘상해애구홈쇼핑’설립
2

롯데쇼핑(주)에 지분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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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9장

역사편

선택과 집중
2002~2009

제1절 선택과 집중의
기업환경

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
서 유통, 금융, 외식, 정보 관련 등 서비스산업
으로 사업을 다각화해왔다.

지난 20세기 기업의 최대 성장 전략은 사업

창업 이후 섬유기업으로 지속적 성장을 이

다각화였다. 1970년대 경제개발의 잇따른 성

룬 경방 역시 1970년대부터 소규모였지만 사

공에 힘입어 국내 산업의 기본 모멘트가 중화

업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1970년대 경

학공업으로 전환되면서 1980년대는 많은 기

방기계와 1990년대 경방어패럴, 경방유통, 한

업들이 전자, 정유, 제철, 화학, 조선 등으로

강케이블TV, PPT 등이 그것이다. 또한 2001

사업을 다각화했으며, 1990년대는 소득수준

년에는 정보화를 기반으로 신세대사업으로 일

의 지속적인 향상과 컴퓨터의 대량보급 등 산

컬어지는 우리홈쇼핑을 개국함으로써 기계에

2009년 9월 16일
그랜드 오픈한 타임스퀘어.
쇼핑에서 다양한 문화까지
모두 타임스퀘어 내에서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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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서부터 전지, 유통,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 걸

경방이 (주)새한패시픽 주식을 인수하여 그해

쳐 사업을 다각화해 왔다.

6월‘경방기계공업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

그러나 이러한 국내기업의 사업다각화 전
제2부

략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기업

해 운영해온 회사로 매각 당시에는 자동차 부
품과 지폐계수기 등을 생산하던 회사였다.

◉
현황편

의 부도와 정리로 이어지면서, 2000년 이후에

또한 2002년 7월 20일에는 지역문화발전

는 업종 전문화와 세계화를 위해‘선택과 집

을 위해 운영해오던 (주)한강케이블TV 보유주

중’
이라는 명제(命題)가 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

식 전량(802,586주)을 장세헌 씨 외 3인에게 매

략으로 채택되었다.

각함으로써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경방 관계

이러한 기업 전략은 1990년대 이후 섬유사

회사에서 제외되었다.

업의 한계를 인식해 오고 있던 경방으로서도

경방이 1994년 1월 14일 영등포지역 종합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방송사업자로 선정되어 같은해 2월 16일 설

생존 전략이었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기존

립한 한강케이블TV는, 1995년 3월 1일 본 방

영등포공장이 도심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지방

송을 시작한 이후 아마추어 골프대회 개최와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였기에, 경방으로서는

월간 프로그램 정보지‘한강케이블TV 프로그

섬유사업 이외의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

램 가이드’
를 발간하는 등 설립 이후부터 매각

장을 유도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필요했다.

될 때까지 7년 동안 영등포지역의 문화발전을

이에 따라 경방에서는 2001년 이후 선택과

위해 노력해왔다.

집중이라는 경영전략 아래 비전문분야의 계열
기업 정리에 들어갔으며, 섬유사업의 경쟁력

2. KEIBO JAPAN, PPT 청산 및

확보를 위해 광주와 용인공장의 신설비 도입

경방상사, 경방유통에 흡수합병

을 추진하는 한편 영등포공장 부지를 활용해

한편 이 시기에는 비전문계열사 매각작업

타임스퀘어라는 복합쇼핑몰을 건설 운영하는

과 함께 사업성이 없는 별도법인의 정리작업

부동산 개발사업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도 이루어졌는데, 2001년 7월 25일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일본 내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경방 JAPAN의 해산을 결의하고, 폐쇄절차를
밟아 같은 해 12월 20일자로 폐쇄 등기를 완료

제2절 계열기업 정리

하였다.
KEIBO JAPAN은 해외수출이 증가하던

1. 경방기계, 한강케이블 TV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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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오사카 사무소를 설치한 후 1977년 5

선택과 집중을 위한 비전문계열회사에 대

월 지점으로 승격시키고, 1981년에는 현지 독

한 정리작업은 2001년과 2002년도에 걸쳐 집

립 법인으로 설립(株式會社 京紡 JAPAN)하여 운

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2001년 5월 22일

영해왔다.

에는 지난 24년 동안 경방과 함께했던 경방기

또한 2002년 5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계(주)의 소유주식 전량(43만 3,835주)을 원영

는 그동안 적자를 지속해온 미국 내 현지법인

실업(주)에 매각했다. 경방기계는 1977년 2월

인 Mobilecore, Inc.의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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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아 같은 해 10월 4일자로 청산 등기

오사카지점의 근무 모습.
오사카지점은 1972년

를 완료함으로써 관계회사에서 제외됐다.

사무소에서 1977년 지점 승격,
1981년 현지 독립법인으로

Mobilecore, Inc.는 경방이 1997년 1월, 2

설립되어 운영 되어오다

차 전지(리튬전지)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목적

2002년에 폐쇄되었다.

으로 미국 뉴저지주에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
시 회 사 명 은 P.P.T(Preferred Power
Technologies, Inc.)였으며, 2002년 1월 9일

Mobilecore, Inc.로 회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11월 26일에는 사업구
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경방이 보유하고 있던

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나 MSO사업의 새로

(주)경방상사 보유주식 전량(154만주)을 이사회

운 강자로 부상한 태광산업이, 대주주인 아이

결의를 거쳐 (주)경방유통에 매각하는 방식으

즈비전 지분 19%를 확보한 이후에도 우리홈

로 관계사에서 제외시켰다. (주)경방상사는

쇼핑에 대한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1968년 개설한 경방서비스코너가 모체로,

46% 가까이 확보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에 대

1978년 경방에서 분리되어 주식회사 경방코

한 부담이 더욱 커진 상태였다.

너로 정식 출범한 후, 1989년 (주)경방상사로

이에 경방은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

상호를 변경하여 섬유 및 비섬유제품의 수출

운 경영전략에 따라 경방의 재무안정성을 도

입과 판매업무를 해왔으나 1990년대 이래 적

모하고, 우리홈쇼핑의 경영권 안정화 및 지속

자를 지속해왔다. (주)경방유통은 2003년 2월

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유통업에 전문성을 확

27일 열린 제131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경

보하고 있는 롯데쇼핑을 매각 대상자로 선정

방상사를 흡수합병했으며 합병 요건은 (주)경

하여 지분을 전량 매각하게 되었다.
경방은 제960회 이사회에서

방상사 1주당 (주)경방유통 0.0001주였다.

우리홈쇼핑 지분 매각은 매각결정 이후 공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전략에 따라
우리홈쇼핑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3. 우리홈쇼핑 지분 롯데쇼핑에 매각
경방은 2006년에 열린 제960회 이사회에
서 우리홈쇼핑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8월 2일 경방과 계열사, 특수관계인
그리고 우호지분을 포함한 53.03% 지분 전량
을 롯데쇼핑에 매각(주당 11만원)했다.
경방에서 사업성이 좋은 우리홈쇼핑에 대
해 매각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업진출 이후 지
속적으로 밀려드는 적대적 M&A에 대한 부담
과 재무건전성을 통한 경방의 경영안정화을
위해서였다. 경방에서는 그 동안 적대적 M&A
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홈쇼핑의 경영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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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제2부

정거래위원회 승인(2006년 11월 9일)과 방송위

핑공간으로 자리잡았으나, 단일점포가 갖는

원회 승인(2006년 12월 27일) 및 기타 조건이 충

경쟁력의 한계성으로 인해 1999년까지 400억

족됨으로써 2007년 1월 2일에 완료되어 경방

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으며, 매각자금은

2001년까지 200억원의 자본 증자가 이루어지

그룹의 전반적인 경영합리화와 재무구조 개선

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수익기반 위주

등에 사용되었다.

의 경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2000년 이후에

◉
현황편

는 흑자로 전환됐다.

4. 경방필백화점 신세계와 20년간

2003년 고객관리시스템의 하나로 멤버십

위탁경영 체결

카드인 FOR-US 카드발행과 중저가 제품 위

2007년 7월 경방은 신세계와 업무협약을

주의 공격적인 판매정책을 통해 매출 확대에

체결하고, 경방필백화점의 운영을 2007년 12

나선 경발필백화점은 2006년 타임스퀘어 개

월부터 향후 20년 동안 신세계백화점에 위탁

발이 본격화되면서 매장 규모가 대폭 축소되

하기로 했다. 이 계약으로 경방필백화점의 운

고 임시 주차장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이 증가

영은 신세계백화점이 맡게되고 경방필백화점

된 가운데도, 끊임없는 고객만족과 지속적인

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경방이 그대로 보유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이 잠정 중단되는 2008

된다.

년 2월까지 흑자를 지속했다.

지난 1994년 8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영

경방필백화점과 신세계와의 위탁경영 체결

등포공장 직포부문 부지 위에 준공된 경방필

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국내 유통업계에

백화점은 개점 이후 영등포도심의 새로운 쇼

서 서로 간의 성장을 위한 윈윈전략으로, 신세
계백화점은 그동안 전국 점포 중 매장 면적이

경방필백화점 전경.
2007년 12월부터 향후
20년 동안 신세계백화점에
위탁하기로 결정되어
현재는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A동으로

가장 작았던 영등포점(1만 2314㎡)의 매장 면적
이 4만 3306㎡ 규모로 거듭나게 되며 경방 영
등포공장 부지에 건설한 복합쇼핑몰‘타임스
퀘어’
와 연계해 수도권 최대 복합쇼핑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발돋움할 전망이다. 또한 경방필백화점은 그
동안 단일점포로서 겪어야 했던 A급 브랜드
유치의 어려움과 높은 수수료 지급, 그리고 각
종 프로모션 등을 통한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
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계약으로 경방필백화점은 2008년 2월
말에 백화점을 폐점하고 3월부터 두 백화점
사이의 연결통로 설치와 매장 단일화 등 본격
적인 리뉴얼 공사에 착수했으며, 2009년 9월
에는 타임스퀘어 오픈에 맞춰‘신세계 영등포
점’
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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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영안정을 위한
유상증자와 세대교체

또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 5
월 15일. 제890회 이사회에서 기명식 보통주
48만 5,638주(자본금의 30.46%) 유상증자를 결
의해 타인 자본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다. 할인

1. 유상증자 실시

율 20%를 적용해 전액 시가로 발행된 신주는

2000년 이후 국내 섬유산업은 선진국 경기

20%인 9만 7,128주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

부진이 소비 감소로 이어져 수출 증가율이 감

선 배정되었고, 주주배정분 38만 8,510주(1주

소하고 저개발국들로부터 수입이 급속하게 늘

당 0.246276주)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청약

어나 섬유산업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 어려

을 받아 같은해 7월 24일 증자가 완료되었으

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완제품의 수

며, 이에 따라 경방의 자본금은 79억 7,181만

입 급증은 국내 제조업들의 생존기반을 위협

원에서 10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해 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많아져 섬
유무역수지 증가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었다.

2. 제12대 이중홍 사장과
제13대 김준 사장 취임

경방은 이같은 점차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한편 2003년 2월 27일 열린 제904회 이사

비주력계열사를 정리하는 한편 영업 및 생산

회에서는 경방의 12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사업부문의 축

중홍 씨가 선임되었으며, 김준 전무가 부사장

소 및 아웃소싱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가

으로, 김담 상무가 전무로 각각 선임되었다.

공사 등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주력하였다.

신임 이중홍 사장은 1970년 미국 버클리대학

2007
제3세대 경영진의 출발
2007년 경방으로서는 두 번째 세대교체가 이루어진다. 1975년 이후 경방을 이끌어왔던 김각중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
되고, 12대 사장을 역임한 이중홍 사장이 회장으로, 그리고 김준 부사장이 제13대 사장에 취임한 것이다. 김준 사장의 취
임은 김담 부사장과 함께 경방의 제3세대 경영의 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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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제2부
◉
현황편

경방 K-project
신축공사 기공식
(2006. 10. 17)

을 졸업하고(기계공학 박사) 한국과학원 교수를

제4절 생산설비 합리화

거쳐 1978년부터 경방기계(주) 대표이사 사장
과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경방의 부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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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프로젝트
1990년대 이후 국내 방적산업은 풍부한 노

제12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중홍

동력과 저임금, 그리고 원면생산을 바탕으로

사장은 취임사에서“새로운 시대에 적합치 못

한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 저가 물량공세에

한 구습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정열과 패기로

따라 생산량이 축소되고 설비보완 또한 크게

다시 무장하여, 우리의 직장을 긍지와 보람으

위축되었다. 대한방직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로 충만한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자”
고 강조하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생

였으며, 취임 후 광주공장과 용인공장 등 경방

산설비(정방기)는 약 1억 9천만추 정도이며, 이

의 생산설비 현대화에 주력하였다.

중 중국에서 차지하는 생산설비는 7천 6백만

또한 2007년 3월 22일 열린 제971회 이사

추로 약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

회에서는 김각중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

우 지난 90년도에 약 370만추를 가동하였으나

고 대표이사 회장에 이중홍 사장이, 대표이사

2000년 말에는 214만추로 감소했고, 현재는

사장에 김준 부사장이, 부사장에 김담 전무가,

약 120만추 정도만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무이사에 연광흠 상무가 선임되는 등 경영

또한 한때 60여개에 달하던 면방업체 수가 최

진의 전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근엔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30여개 업체만 남

제13대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김준 사장

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동하

은 1992년 미국 브라운대학을 졸업하고(화학박

고 있는 정방기 설비의 약 80%가 노후설비이

사), 1993년 경방의 기획관리실 차장으로 입사

며, 이중 20년 이상 된 것만도 50%가 넘는다.

해 이사와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사장에

이러한 상황은 경방 또한 마찬가지였다.

취임했으며, 한강케이블TV와 PPT 등 사업다

1988년 2월 영등포공장의 향후 부지개발 계획

각화에 주력하기도 했다.

에따라 전라남도 광주시 하남공단 안에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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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광주공장을 준공하고 생산시설의 현대

경방 또한 2004년 이후 원가절감과 수익성

화를 추진했던 경방은, 이후 1990년대로 들어

개선을 위해 노후 설비를 부분적으로 교체하

서면서 고임금과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강화

고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 2008년

등으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직포생산을

에는 향후 베트남 국내시장 및 동남아시장의

과감히 중단하고, 멜란지사 등 경쟁력과 수익

수출 거점 확보를 위해 베트남 방적공장 프로

성이 좋은 특수사 생산에 주력하게 된다. 당시

젝트를 구성하고 베트남 정부당국과 호치민

멜란지사는 일본의 몇몇 방직공장에서 개발하

시에서 40km 거리의 빈남성에 163,543m2(약

여 소량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국내에는 막 도

5만여 평) 공장부지를 임대하는 기본 합의서에

입이 이루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특수사

서명하기도 했다.

◀경방의 두 번째 해외공장이
들어설 베트남 빈증성에서
개최된 투자조인식
(2008. 3. 31)
▲▲▲ 진행 중인
베트남공장의 조감도

제품들은 2000년대 초까지 기술적 우위를 점
▲▲ 베트남공장 부지

하고 있던 경방의 매출신장에 크게 공헌하는
효자상품이었다.

2. 용인공장, MVS 방적설비 도입
1990년대 말 이후 방적설비 82,944추, 직기

그러나 2000년 이후 국내외의 경기 심화 및

216대의 설비를 갖추고 혼방사와 특수사를 생

환율하락으로 인하여 수출 감소 및 단가 하락

산해온 용인공장은 그동안 다른 공장에 비해

으로 매출이 준 반면 섬유류 수입은 국내 경기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가운데 경쟁력확

부진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을 중심으로 해마다

보와 수익성 향상을 위해,‘다품종 소량생산’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그동안 고부가가치를 창

체제로 전환해왔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

출하던 특수사 또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게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그동안 용인공장에서

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경방뿐 아니라 국내 모

생산을 유지오던 직포부문의 설비를 2002년

든 면방업체가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업

에 1차 84대로 감소하고, 2006년 말에는 생산

체들은 임금이 저렴한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

을 완전히 중단하였으며, 그동안 회사 매출의

전하기도 했으며,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

일정 부분을 차지해오던 특수사부문의 시장

하여 노후설비의 교체 및 생산설비의 자동화

경쟁력 또한 중국에 넘어감에 따라 2006년 4

를 추진하는데 온 힘을 쏟기 시작했다.

월에는 고속 소면기 14대(TC-03)와 최신형 연

▲ 베트남 빈증성장과
베카맥스 회장의 본사 답방
(2008. 10. 6)
(베카맥스 : 베트남 빈증성
공단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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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공장은 최신설비인
MVS 방적설비를 도입해
경쟁력을 보다 강화했다.

조기 9대(RSB D40C)를 도입해 경쟁력 확보에

또한 지속적인 설비 확보를 위해 2009년 2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밀려드는

월에는 정방과 권사를 링크한 RY-5정방기

중국 제품의 엄청난 저가 물량공세에 따라 생

28대를 광주공장에서 이설하기도 했는데,

산을 점차 감소하면서 2008년 5월에는 그동

RY-5 정방기는 복합사 전용으로 운영하며 생

안 특수사만을 생산해오던 구설비 31,104추를

산량은 구정방기에 비해 약 30%가 증가된 반

감축하고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였으며, 남아

면 인원은 약 20%가 줄게 되어 경쟁력 향상에

있는 51,840추로 현재는 세번수 면사와 복합

기여하게 되었다.

사만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3월에는 사원 복지와

2003년 3월부터
2007년까지 사원복지를
위해 용인공장에서

3. 광주공장,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인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장 내

경쟁력 확보

에 보육시설인 경방 어린이집을 개원해 무료

광주공장은 1987년에 최신 방적설비로

로 운영(주부사원의 노령화와 원생 감소로 2008년

31,104추를 설치하여 당시만 해도 생산성 및

7월에 폐원)하기도 했으며, 2007 12월에는 용인

품질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공장으로

공장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MVS

출발하였다. 그러나 1996년도의 20,736추의

(Murata Vortex System) 방적설비 3대와 MVS

중고설비 증설 이후 지속적인 설비 증설이 이

시방기 1대를 도입하고 2008년 4월부터 설치

루어지지 않아 점차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에

하여 5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따라 2001년에는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코

운영한 경방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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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S 방적사는 기존 링방적사와 달리 공기

마기 9대(E62), 연조기 4대(RSB-D30C)를 교체

회전력에 의해 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구정

하고, 2004년에는 혼타면 1라인(BO-A 2300),

방기에 비해 3개 공정이 합쳐지고 회전수 또

소면기 11대(TC-03), 코마기 2대(E65)를 보완

한 400mpm으로(구정방기가 20~25mpm으로 약

하였으며, 2006년에는 준비기 1대(E35), 코마

20배 향상) 1대당 구정방기 4대 정도의 생산 능

기 3대(E75), 연조기 4대(RSB-D40C)를 최신 기

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국내 약 6개 회사에서

종으로 개체하여 품질향상과 원가 절감에 노

만 운용하고 있는 신개념의 방적설비이다.

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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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사의 설비투

기(C60) 15대, 준비기(E35) 2대, 코마기(E75,

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외부 수입사와의 품질

76)15대, 연조기(RSB-D40C) 5대, 조방기(F35)

및 가격 면에서 뒤떨어지면서 전체 설비에 대

6대, 정방기 35대(G33-27대, G35-8대), 권사기

한 완전 교체가 검토되고, 최종적으로 설비 개

(21C) 35대와 기존 신설비로 구성하였다. 또한

체작업이 확정되면서 2008년 8월부터 2009

공정 간의 자동 운송장치(준비기 랩 운송장치, 로

년 3월까지 자동화시스템의 설비교체 작업이

빙 자동 반송장치)를 설치하여 전 공정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4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최대한의 자동화 설비를 갖추었다.

있다.

자동화의 설비는 혼타면 자동급면, 소면기

교체된 신설비의 규모는 전체공정의 설비

자동공급(Chute), 소면기 자동 캔스교환, 준비

를 개체하는 대규모로, 정방기 기준으로 총

기 랩의 자동운송, 코마기의 자동 랩교환, 조

43,920추였으며, 기존 구설비(RY-5, 31,104추,

방기의 자동 돕핑 및 자동 로빙 운반, 정방기

RY 20,736추, 총 51,840추) 가운데 RY-5 총 36

의 자동 돕핑, 관사의 자동 공급, 로빙의 자동

대 중 28대는 용인으로 이설하고, 8대는 광주

해사 등으로 방적 전 공정에 걸쳐 자동화를 구

공장에 재배치하여 생산 중이며 RY 정방기

축하였다.

48대(20,736추)는 폐기하였다.

특히, 전 공정의 생산 상태, 효율, 운전상태

신설비의 총 투자금액은 약 310억원으로 신

를 한눈에 알 수 있는 Monitering System을

설비의 내용은 혼타면부터 정방기까지는 전체

구축하여 모든 기계적인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가 스위스 Rieter사의 최신설비로 구성하였

있는 설비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09년 9월

다. 마지막 공정의 권사기는 일본 Murata사

에는 기존의 공조설비를 자동화 공조 설비로

의 최신설비로, 설비 개체 후 광주공장의 방적

개체하여 생산현장의 온도, 습도를 자동으로

설비는 신설비(43,920추), 기존 설비(6,912추)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비를 보완하여 안정된 품

총 50,832추의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질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새로 도입한 설비는 혼타면기 1라인, 소면

신설비로의 개체 후 총 설비추수는 기존

2009년 광주공장은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기존보다 품질은 물론
생산성이 월등히 향상된
최첨단 방적공장으로
변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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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

나 생산량은 일간 30,000kg에서 35,000kg으

특히, Topcool이라는 신제품은 경방에서만

로 약 17% 증가하였고, 인원은 220명에서 161

개발하여 독점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으

명으로 약 27%가 감소되어 가격경쟁력 향상

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제품으로, 이 제품

은 물론 최신 방적공장으로 변모하였다.

은 일반 방적사에 기능성 폴리에스텔 필라멘

◉
현황편

트를 연사한 원사를 가공하는 것으로 흡습속

4. 반월공장, 경쟁력 강화

건의 기능과 착용시 청량감 등을 부여하는 제

2000년 반월공장은 행크부문 일간생산량

품이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치즈부문의

5,100kg(MR 3Line), 치즈부문 일간생산량

치즈단량을 증가시키는 등 원가절감을 실현하

6,000kg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2년에는

였고, 각종 염료, 조제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가공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행크부문의 머서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에 노력해 왔다.

라이징 설비를 1대 추가하고, 치즈 염색기 설

생산설비 합리화 면에서는 그동안 사람의

비도 대형 염색기 1대를 추가하여 생산능력이

손으로 각종 색상을 사전에 만들어 본생산시

행크부문은 일간 6,800kg, 치즈부문이

에 적용해 오던 것을 2002년도에 자동측색장

7,800kg으로 증가해 매출과 이익이 크게 향

치(CCM) 1대를 도입하고, 2004년도에 자동조

상되었다.

액장치(CCK) 1대를 설치하여 정확한 염료 및

또한 생산품종도 다양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생산으로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

조제 투입으로 색상 오차에 대한 불량 발생을
최대한 감소하였다.

력해왔는데, 행크부문의 생산품종은 기존의

또한 2005년에는 행크 염색기에 자동 콘트

세번수 실켓사를 기본으로 Tweed, Space,

롤러를 신규로 개체하였으며, 2006년에는 액

Lincot 등을 개발하고, 치즈부문은 일반 면사

상조제 자동투입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균

의 염색과 Bamboo, Modal, Tencel, Wool 등

일한 염색과 Lot차 감소 등의 품질향상과 경

새로운 소재를 가공하는데 성공하면서 현재

쟁력을 갖게 되었다.

반월공장은 생산성 향상 및
생산품종의 다양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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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21세기의 비전
타임스퀘어

면서 경방의 주 생산현장인 영등포공장도 신
증설이 일체 불허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

제1부
◉
역사편

이전도 불가피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방에
서는 향후 영등포공장을 대체할 생산공장으로

제2부
◉

1. 영등포공장 부지 마스터플랜

서 1983년 4월 전라남도 광주시 하남공단에

케이 프로젝트(K-Project)라고 불리던 영등

새로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1986년 12월 기

포공장 부지 개발계획은 최초 1980년대부터

공식을 거쳐 1988년 2월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시작되었다. 1982년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몇

을 갖춘 광주공장을 준공하게 된다.

개 지역으로 지정, 임의개발을 금지시키는 등

이런 가운데 1988년 5월에는 향후 영등포

을 주 내용으로 하는‘수도권 정비계획법’
을

공장의 부지 활용을 위해 한국유통연구소에

현황편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특히 수도권 중심부 내 ‘영등포공장 대지활용 방안연구(K-Project)’
를
공업시설의 신∙증설을 일체 불허하고, 지방

의뢰하게 된다. 그리고 1989년 5월 9일 부지

공업개발법에 의거, 수도권 내의 공장시설을

개발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에 다시 영등포

지방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공장 직포부지(약 3,500평)에 대한‘실행개발계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획 연구(K-1 Project)’
를 유통연구소에 의뢰한

이 법안에 따라 한국 근대산업의 시발점이

후, 그 연구 결과에 따라 1990년 9월에는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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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를 신설하고 백화점 건설을 추진하게

20062009
타임스퀘어의 성공적인 건설

된다.
당시 수립된‘K-프로젝트’
는 영등포공장 1
만 8,000여 평의 부지에 백화점 건설을 시작
으로, 향후 양판점, 호텔, 문화센타, 스포츠센
타, 오피스빌딩 등 이른바‘경방 필 랜드’
를단
계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1992년 3월 16일, 직포공장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K-프로젝트는
1992년 5월에 착공해 1994년 8월 개점한 경방
필백화점으로 이어졌고, 2000년 11월 14일에
는 2단계 실현에 앞서 영등포공장 전체 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aln) 수립
을 위해 IDN Cosultants, Inc와 1년간 용역업
무를 체결하게 된다.
경방의 새로운 백년을 이끌어 갈 타임스퀘
어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은 2006년부터였다. 2001년 말 공장부지 재개

1980년대 초부터 불거져 나온 정부의 수도권 공장 지방이전 정책으로 비롯된 영등포공장의 부

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2002년

지활용에서 시작된 타임스퀘어는 2005년 지구단위 계획 심의가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

6월 22일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의 4부도심(용

됐다. 그 이듬 해 4월에는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6월에는 타임스퀘어 공사의 첫 스타트인 공

산, 영등포, 왕십리, 영동) 중 하나로 영등포지역

장동 철거와 더불어 GS건설과의 도급계약이 체결됐다. 그로부터 3년하고도 3개월이 흐른
2009년 9월 타임스퀘어는 큰 사고 없이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된다.

(문래동, 영등포동, 도림동, 당산동 일대)을 서남권

의 광역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부도심 지구
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함에 따라, 경방에서는
2005년 10월 6일에 정림건축과 K- Project에
관한 설계용역을(지하 5층, 지상 5~21층, 연면적
354,000㎡) 체결하는 한편 10월 12일에는 (주)

한미 파슨스 건축사무소와 K- Project에 관한
CM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3일 서울시 의회에서
지구단위 심의(원안통과)를 마침에 따라 2006
년 4월 20일에는 GS건설을 건설 시공사로 선
정(도급계약은 6월 27일 체결)하면서 제2단계 KProject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06년
6월 13일 공장동 철거를 시작으로 진행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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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K- Project 사업은 본사 사옥과 지상 주

혁, 간장, 벽돌공장 등 굴뚝이 몇 개 서 있을 뿐

차장 철거가 모두 완료된 7월 20일 착공신고

이었으며 그나마 모두 일본인이 경영하고 있

에 이어 9월 26일 임시사옥을 마련해 사무실

었다.

을 이전하고 10월 17일에 기공식을 가지게 되

그리고 1923년 1월, 드디어 영등포공장이

는데, 이런 일련의 주요 사안들이 발생하는

준공되고, 3월에는 일본 도요다직기 주식회사

2006년은 경방이 전후(戰後)의 시설복구에 이

로부터 들여온 직기 100대의 설치를 완료해

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지 50주

시운전에 들어갔다. 당시 조선은 제조업이 발

년(회원번호 001) 되는 해이기도 했다.

달하지 못하여 일상용품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었다. 때문에 기계에서 첫 광목이

2.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영등포공장 80년
국내 면방산업의 요람이자 경방 역사의 실
제적인 시발점이 되는 영등포공장은 부지 내

뽑혀져 나오는 순간, 경방인들 모두는
“경성방
직 만세!”
를 외치며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복합단지개발계획에 따라 2003년 9월 30일

영등포공장에서 처음 생산해낸 제품은 삼

가동을 멈추었다. 1923년 준공된 이래, 경방의

성(三星)’
과
‘삼각산(三角山)’
이라는 이름으로 세

역사이자, 한국 섬유산업의 역사를 이끌어갔

상에 첫 선을 보였고, 광목시장을 독점하고 있

던 영등포공장은 첫 광목을 뽑아내며“경성방

는일본제품과경쟁해나갔다. 이후어려움속에

직 만세!”
를 외치던 감격의 순간과 꿈에 그리

서도 적극적인 판로개척으로 광목의 생산과 판

던 방적공장을 짓고 면사를 뽑아내던 그 환희,

매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1924년

그리고 6∙25의 전화로 폐허가 된 공장을 다

에는‘태극성(太極星)’
이란 상표를 정식 등록하

시 재건하고 1970년대 섬유수출을 이끌어갔

고1926년부터시장에선을보이기시작했다.

던 기억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1925년 판매망이 늘어나 제품 수요가 증가
하자 5월에는 직기 20대를 증설해 영등포공장

이제 영등포공장은 우리의 시야 속에서 사

의 총 직기수는 120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해

라졌지만, 짧게나마 그 80년의 역사를 되짚어

여름, 서울에는 가옥 1만여 채가 무너지고 697

보는 것은 영등포공장이 단순히 경방만의 공

명이 사망하는 을축년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장이 아닌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지난 역사이

영등포공장도 물에 잠겨 모든 기계가 침수되

기 때문이다.

고 창고에 있던 광목 1만4,000여필과 원사 등
이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면서 설립 후 첫 시련

1)
‘민족’
의이름으로섬유산업을일으키다

을 겪기도 한다.

우리 민족 최초로 민족자본에 의한 주식공

그러나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처럼 그해

모로써 설립된 경성방직주식회사(京城紡織株式

가을 광목 수요량이 늘어나고 값이 뛰면서 그

會社)는 1919년 10월 5일 태화관에서 창립총회

해 연말에는 첫 흑자를 기록하게 되고, 1927년

를 가진 뒤, 이듬해인 1920년 3월 영등포에 토

에는 3년 연속 흑자에 힘입어 주주들에게 첫

지 5,000여 평을 사들여 본사 사옥 및 공장건

이익배당을 실시하기도 한다.

물 건설에 착수했다. 당시 영등포 일대에는 피

사업이 안정단계로 접어든 1928년 3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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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역사편

제2부

사업확장을 위해 영등포공장 서쪽에 신공장을

했다.

증축하고 직기 104대를 신규로 도입해 직기가

또한 1939년에는 이러한 사세확장에 힘입

총 224대로 늘어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1929

어 경성방직은 만주 소가둔(蘇家屯)에 방기 3만

년에는 태극성 외에도 신제품인
‘불로초(�老

5,000추, 직기 1,000대 규모의 남만방적(南滿

草)’
를 대량 생산해 만주시장의 판로를 확보함

紡績)을 설립하면서 첫 해외 현지공장을 준공

으로써 대량생산에 의한 대량판매의 서장을

하게 되고, 해방 이전까지 남천∙은율∙평양

열게 되고 향후 만주지역에 남만방적을 설립

등에 3개의 조면공장과 의정부의 제사∙견직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한다.

공장, 양평동의 고무공장, 쌍림동의 봉제공장,

◉
현황편

한편 1931년에는 영등포공장의 증축공사가
이어져 직기가 총 448대로 늘어나면서 스위스

시흥의 염색가공공장 등을 운영하는 민족 최
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슐처사로부터 발전기를 도입하여 자가발전을

당시 영등포공장은 해방 시점인 1945년에

시도했고, 1932년에는 또 다시 증축공사을 통

방기 3만 200추, 직기 1,129대의 시설을 갖추

해 노가미식 자동직기 224대를 증설하여 직기

고 있었으며, 생산량은 직물의 경우 48만 여

가 총 672대로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배가하게

필, 면사는 2만 여 곤을 생산하고 있었다.

된다.

3) 시련 속에서도 발전과
2) 방적공장 준공과 남만방적 설립의
토대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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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터전을 일구다
그러나 해방에 이어 찾아 온 한국전쟁으로

이처럼 회사가 안정된 기반을 다져나가자

인해 경성방직은 30년동안 이뤄온 모든 것을

경성방직은 꿈에 그리던 방적공장 건설에 착

한순간 잃어버리는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된다.

수하게 된다. 1935년 11월, 정방기 2만 1,600

해방과 함께 만주의 남만방적과 북쪽에 있던

추, 직기 224대를 일본 도요다에 주문하고,

3개의 조면공장이 가동을 중단한데 이어, 전

1936년 2월 영등포공장 내에 방적공장 기공식

쟁으로 인해 시흥의 염색공장, 쌍림의 피복공

을 가진 경성방직은 같은 해 5월 부분적으로

장, 의정부의 제사공장이 모조리 불타버리고,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우리 민족 최초의 기계

영등포공장 또한 방기 3만 200추 가운데 2만

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의 방적공장을 준공하게

5,600추가 소실되는 등 설립 후 최대의 시련

되었으며, 공사가 모두 완료된 그해 가을에는

을 맞게 된 것이다.

정방기 2만 1,600추와 직기 896대가 전면 가

경성방직이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영등포

동되어 영등포공장은 면사와 면포를 일괄 생

공장의 재건 작업에 착수한 것은 1951년 9월

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부터였다. 1차로 남은 기계들을 정비해 공장을

당시 방적공장 설립은 회사의 기업 이윤뿐

가동하고, 2차로 전쟁 전의 수준으로 생산설

만 아니라 민족경제의 입장에서도 한 획을 긋

비를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3차로 건

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방적공장 건설에 투자

물과 방적기와 직기 등을 증설함으로써 1955

된 금액은 경성방직의 자본금(100만원)을 훨씬

년 6월에는 방적기 4만 600추, 직기 900대를

넘는 174만원이 소요된 모험적인 투자이기도

가동시킬 수 있었다. 당시 영등포공장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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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외신에서 대서특

사’
생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견인차

필할 정도였다.

역할을 한다.

이같은 복구노력에 힘입어 영등포공장은

그러나 이런한 발전과 변화의 터전을 일구

1962년에는 방기 5만 5,000추, 직기 1,096대

어 온 영등포공장은 공장합리화 계획과 부지

를 보유하는 공장으로 거듭났으며, 본격적으

개발계획에 따라 1999년부터 설비가 대폭 축

로 화섬혼방 신제품을 생산하고 2만 8,250달

소되었고 2003년 9월 30일에는 타임스퀘어

러 상당의 면포를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해방

건설을 위해 마침내 공장이 폐쇄되면서 80년

후 첫 해외수출의 원년을 기록하기도 한다.

동안의 영욕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

또 1963년에는 혼타면기를 비롯, 코마시설

게 되었다.

제1부
◉
역사편

제2부
◉
현황편

등 방적설비를 도입하여 전방 공정의 충실을
도모하고, 1964년에는 권사기 2대와 수출물
량 증대를 위한 준비시설 및 연사기 등을 도

3.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 준공

입 설치하는 등 공장설비의 합리화에도 주력

1)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타임스퀘어

하면서 영국과 미국시장에 면직물 780만 야

20세기 한국 근대산업의 시발점으로서 지

드를 수출해 외화 125만 달러를 획득하기도

난 80여 년간 경방의 주생산현장이었던 영등

한다.

포공장은 기록하다시피 공장부지 주변의 도심

이때부터 수출제품은 화섬직물을 비롯, 봉

지화, 시설의 노후, 지방사업장 확충 등으로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발전하게

인해 2003년 6월 사업장을 폐쇄하고 21세기

되었으며, 영등포공장 또한 시설현대화와 기

의 신개념 쇼핑몰인 타임스퀘어(TIMES

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968년까지 수

SQUARE) 건설을 위해 2006년 7월부터 본격

출신장율이 연평균 100.5%에 달하기도 한다.

적인 건설사업이 착공되었다.

1970년 7월에 회사명을‘주식회사 경방’
으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009년 9월 16

로 변경하고 1974년 2월 경기도 용인에 제2공

일, 국내 최초의‘하이브리드(hybrid)몰’콘셉

장을 준공하면서, 영등포공장은 부가가치가

트를 내세운 타임스퀘어는 연면적

높은 고급제품 생산을 위해 1978년 머서라이

340,895.38㎡(103,121평), 쇼핑 및 문화 엔터

징 면사가공시설(행크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가

테인먼트 시설 면적만 275,621.34㎡(83,375.46

공사 제품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양

평)의 거대한 공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한 섬유소재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상업∙업무∙문화∙레저 등 다양한 도시활

그리고 1982년 정부의 수도권 공장 지방이

동과 휴식∙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신개념의 커

전 정책이 발표되면서 1988년에는 광주공장

뮤니티를 지향하는 복합유통단지로 탄생한 타

이 준공되고, 1990년 2월에는 직포생산이 중

임스퀘어는 기존 국내의 대표적인 쇼핑몰로

단되는 등 영등포공장은 시설축소와 인원합리

알려진 코엑스몰(119,000㎡, 35,997.5평)의 2.3

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같은 해

배로, 아시아의 주요 복합 쇼핑몰보다 큰 규모

3월부터 경방의 주력제품인 멜란지사를 생산

이다.

하면서부터 1990년대에는 용인공장의
‘메란

타임스퀘어의 주요 공간은 크게 쇼핑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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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경방의 또 다른 이름 타임스퀘어의 그랜드 오픈
경방의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는 2009년 9월에 그랜드 오픈한 타임스퀘어
는 오픈과 동시에 서울 서남권지역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코엑스의 두 배에 달하는 타임스퀘어는 쇼핑에서부터 생활문화까지 모두
One-stop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방의 또 다른 이름이 될 타임스퀘어는 기업 이미지를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타임스퀘어의 성공적인 그랜드 오픈을 바탕으로 베트남 프로젝트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해 다가오는 창립 100주년에는 글로벌 기업, 경방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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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백화점, 호텔, 오피스 2개동, 멀티

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국내외 대형 3개

플렉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5개 동은 지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제안서를 받았다.

상 4층 규모의 쇼핑몰로 연결돼 있다.‘국내

그리고 공개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을

최고의 넘버원 몰’
을 콘셉트로 하고 있는 만

통해 결정된 업체의 제안 결과를 토대로 2001

큼 설계 초기부터 쇼핑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

년 11월 말 부지개발 마스터플랜을 확정함으

라 시공간 창조의 여행을 테마로‘자유로운

로써 백화점, 오피스, 멀티플렉스 호텔, 대규

몰링(Malling)’
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했기 때

모 Retail Shopping Mall 로 구성된 타임스퀘

문이다.

어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특히 대지면적의 21%를 자연에 할애하여
생태공원, 광장, 정원, 분수 등을 조성함으로

3)K-Project 세부개발계획 추진업무

써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Open

본격 개시

Air 공간으로 만들어져 한마디로 도시와 자연
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계획을 토대로 전문업체들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본격적인 세부개발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선진국으로 향하

을 위해 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도시계획, 교통

는 국내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 등을 준비하기 시작

개성적인 생활양식까지 제안하는

했고 기초 설계업무를 시작하였다.

UELC(Urban Entertailing Lifestyle

또한 경방 내부적으로는 기초 MD계획, 수

Center) 개념을 도입했으며, 상시적으로 쇼

익모델, 자금 수지계획 등 비즈니스 모델을 수

핑몰 내 아트리움 공간을 통해 다양한 이벤

립했는데, 그 이유는 회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트와 공연도 펼치고 있어 휴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는 소개된 적이 없는

공간으로도 자리 잡게 되었다.

서구형 Retail 부동산 개발 모델이었기 때문이
었다.

2)프로젝트의 시작

이는 미국과 유럽을 거쳐 일본과 홍콩, 싱가

경방에서 타임스퀘어 프로젝트가 처음 시

포르 지역에 소개되기 시작한 복합엔터테인먼

작된 것은 2000년 6월 초였다. 당시 영등포공

트 시설에 완전 임대관리형 사업으로 당시 백

장 부지 활용개발에 따라 임시로 조직된 단지

화점 Big3로 대표되는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개발팀을 중심으로 소규모 인원(임원 1명, 과장

생소하고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과

1명)이 가칭 'K-Project'라는 공장부지 활용개

또한 임대 관리가 아닌 분양은 회사 방침에도

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어긋났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쇼핑몰 운영에

당시 경방에서는 토지매각이나 분양사업

적합하지 못하고 백화점식 직영체제는 자금회

또는 백화점처럼 직영을 하는 사업이 아닌 본

수 및 향후 운영상에서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격적인 Developer의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

판단 때문이었다.

었다. 이에 따라 단지개발팀에서는 부지개발

이에 따라 2003년 2월에 최종적으로 오피

을 위한 기본적인 도시계획적 측면, 개발 용도

스 2개동의 상층부(5층 이상)만 개별 매각한 대

및 인허가 관련 제반사항 검토에 집중하는 한

금과 임대 유치시 보증금으로 일부자금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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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수하고 보유한 토지를 기반으로 금융권의 프

결, 환경영향 평가 심의 의결, 서울시의회 심

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

의 의결, 호텔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 도시 건

부족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며, 임

축 공동위원회 심의 의결 등 크고 작은 인허가

대료와 관리비로 사업수익을 만든다는 비즈니

사항을 마친 후 2005년 5월부터 본격적인 건

스 모델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로선

설공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
현황편

믿기 쉽지 않은 시나리오로써 이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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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지휘한 김담 대표가 이러한 새로운 비지

4)프로젝트 건설 공사

니스 모델을 주창했고 마침내 최고 경영진 의

(1)설계부문

사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날의 결정이 타임스

설계는 콘셉트 디자인 설계, 기본 디자인 설

퀘어의 성공적 개장에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

계, 실시 설계로 나뉘는데 콘셉트 디자인과 기

었고 그 당시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정 없이 그

본 디자인은 해외설계 회사로, 실시 설계는 국

대로 지켜졌다.

내 설계회사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

그 이후 2003년 6월 1일 영등포구청에 영등

내에는 경방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합 엔터테

포 공장부지 개발을 위한‘주민 제안서’제출

인먼트 쇼핑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을 시작으로 2004년 교통영향 평가 초안 심

시설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설계회사가 없었

의, 환경영향 평가 초안 심의, 인구 영향평가

고 또한 몰링 시스템(Malling System)에 대한

완료,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수도권 정비위원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가진 회사가 없

회 심의 의결, 2005년 교통영향 평가 심의 의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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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05년 9월에는 계약을 통해 해외
설계는 미국의 RTKL이, 국내설계는 정림건
축이 담당하게 되었다.

(2)건축부문
2005년 9월 경방에서는 건축CM
(Construction Management) 및 감리사로 국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RTKL과의 동서양적

내 1위업체인 한미 파슨스를 선정하였다. 공사

인 사고와 고객의 성향, 유통의 흐름에 대한

관리를 위해 건축, 전기, 설비, 소방 등 각종

문화적 인식차이가 심해지면서 결국 계약이

분야의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업

해지되어, 기본 설계 역시 정림건축에서 맡게

체를 협력사로 계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최

되었다.

소 필요인력만 충원하여 운영키로 한 것이다.

타임스퀘어가 오픈된 후 많은 사람들이 건

CM의 역할은 공사관리, 원가관리, 자재관리,

물 디자인과 동선계획, 그리고 MD 플랜에 대

공법제안을 통한 원가절감 등의 역할을 수행

한 유기적인 연관성 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

하는 것이었다.

고 있는데 이는 비록 경험은 부족했지만 국내

그해 10월 17일 한미파슨스 인원 3명이 첫

설계 회사인 정림과 MD 컨설팅, 경방이 긴밀

상주하여 업무를 개시하였고 2008년 중반 최

한 의사소통과 열린 마음으로 연구 노력한 결

대 50여명이 상주하였다. 2009년 9월 준공 후

과라 하겠다. 김담 대표는“쉽지 않은 결정이

그달 말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약 4년간을 협

었다. 당시로서는 국내 기술로 가능할까 싶었

력사로 함께 했다. 또한 2005년 10월 회사는

는데 참으로 다행스런 결과가 있었다”고 말

시공업체 선정 입찰을 제안 받아 다수의 건설

했다.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2006년 3월 건

2006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타임스퀘어 건설 현장

2006.6

2006.11

2007.3

2008.3

2008.5

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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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공사 우선 협상대상자로 GS건설이 선정되

경방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이해, 협조

어 6월 27일 GS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가 필요했다. 프로젝트의 성격이 복합엔터테

하였다.

인먼트 시설인데다 MD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그러나 GS건설은 이보다 앞선 5월 29일 현

때론 진화되면서 설계변경이 수시로 발생할

장에 기투입되어 업무를 개시하였다. 시공사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설계도면이 바뀌

의 첫 번째 업무는 영등포 공장의 철거공사였

고 공사가 뒤를 따르는 일들이 계속되었다.

다. 1919년 창업 이래 경방의 영등포 부지를

2007년 3월 터파기를 시작하여 토목공사가

지키고 있던 굴뚝이 철거 완료된 날은 그해 8

2008년 10월까지 이어졌고 한쪽에선 토목공

월 7일이었다. 역사의 한시대가 가고 새로운

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른 한편에선 골조가

경방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날이었다고

올라가는 모습도 연출되었다.

◉
현황편

하면 과장된 표현일수 있지만 쉽게 잊기엔 어

2009년 접어들면서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

려운 날이 아닐까? 철거공사가 완료되고 본격

계에 접어들었다. 3년여의 건설공사 기간 중

적인 토목공사가 이어졌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공사현장이 민감했던 적도

건설공사는 Fast Track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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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2007년 9월 크레인 노조의 파업으로 현장

진행되고 공사 또한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

의 타워 크레인이 점거되는 사건이 있었고

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무엇보다 공사 관

2008년 3월 레미콘 노조 파업, 2008년 운송

련 각 부문인 설계회사와 시공사, CM, 그리고

노조 파업이 있었다. 2008년 상반기에는 원자

2007.8

2007.11

2008.1

2008.10

2009.1

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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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폭등으로 철근 파동이 있었고 급기야

5)MD 계획 수립과 상환경 디자인

2008년 가을 세계 금융위기가 재현되면서 환

2005년 6월 프로젝트 설계회사 선정 업무

율, 유가 등이 폭등하고 경제위기론이 대두되

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Merchandising 콘셉트

었다. 공사 관련 각종 유화제품값도 폭등했다.

와 매장 Zoning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업체를

그러나 크고 작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김

찾기 시작했다. 국내업체는 대부분이 백화점

인겸 건설본부장의 지휘 아래 건축 담당자들

출신들이어서 만족스럽지 못했다. 백화점 운

과 모든 협력사가 잘 대처하여 큰 위기 없이

영에 젖어있는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

넘어갈 수 있었다. 2009년 초 건설공사가 마

는 이상 경방에서 추구하는 선진국형 복합시

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인테리어 공사가 투입

설을 개발하기 어렵고 계획에 대한 보안문제

되기 시작했다. 공용부위 인테리어, 호텔 인테

도 있었다. 경방에서는 일본의 쇼핑몰 개발 경

리어 등을 10여개 업체로 공구를 나누어 동시

험을 다수 갖고 있는 GEO 아까마츠를 선택했

다발로 투입되었다. 5월부터는 입점 테넌트들

다. MD 계획은 이후 3차에 걸쳐 수립, 보완 변

의 개별 인테리어 업체들까지 투입되기 시작

경을 지속했다.

하면서 공사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건물

주요 테넌트가 유치될 때마다 소규모의 변

은 하루가 다르게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경은 다반사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건축 설계

2009년 9월 4일 드디어 건물 준공, 즉 사용승

또한 변경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작

인 허가가 났다. 공사가 시작된 지 3년 3개월

업은 2008년 10월 까지 계속되었다.

만에 일이었다.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미국, 일본, 홍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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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타임스퀘어의 자랑 아트리움과 동선계획

마킹 출장은 수를 헤아릴 수 없었고 GEO 아

해외설계업체였던 RTKL과 계약 타절 후

까마츠의 실무자들은 1년의 반 이상을 한국에

설계를 맡은 정림건축은 타임스퀘어의 중앙

상주하다시피 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에스

아트리움을 당초계획보다 크게 확장한 설계안

컬레이터를 포함한 고객의 수평, 수직 동선위

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와 일본, 홍콩, 중국은

치, 화장실의 위치도 매장구성 계획에서 확정

물론 미국 쇼핑몰에서도 볼 수 없는 대규모의

되었다.

아트리움이었다. 면적 1,644.06㎡(497.33평),

◉
현황편

이어 2008년 가을부터 GEO 아까마츠는 타

높이 35m, 가장 긴 변이 59m에 이르렀다. 상

임스퀘어의 인테리어 설계업무를 시작했다.

당한 임대면적이 축소되고 그로 인한 수익율

건축과 MD, 그리고 상환경을 고려한 인테리

의 하락, 동서간의 고객동선 단절 등 상업시설

어 설계 업무가 연결되어 진행되었다.

에서 극복해야할 요소가 너무 많아 경방으로
서는 쉽게 수용하기 힘든 제안이기도 했다. 당
시는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Fast
Track 방식의 공사였지만 결정을 위한 시간은
많지 않았다. 사업부를 맡고 있던 김담 대표는

[타임스퀘어 주요공사일정]
2006. 5. 12 서울시 건축허가 승인

정림건축, GEO 아까마츠, 그리고 경방 실무
자들과 함께 또 다시 직접 해외 벤치마킹에 나

2006. 6. 27 공사계약체결(GS건설)
2006. 6.
2006. 7.

공장일부 철거 시작
20 착공

2006. 7.

공장전체 철거공사 진행 및 임시사옥 착공

2006. 9.

백화점 가설주차장 착공(가설주차장 부지 철거 완료),
토목공사 시작

2006. 11.

백화점 가설주차장 사용승인(11/15)

2007. 5.

철거공사 완료, 골조공사 시작

2007. 5.

31 1차 설계변경

섰고, 한 달 반의 숙고 끝에 아트리움을 확장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MD 부문에서는 아트리움으로 단절된
동선 흐름에 대한 연구가 뒤따랐고 MD
Zoning 계획도 대폭 수정되었다. 아울러 3층,
4층에 동서간 연결성을 보완하기 위해 브릿지

2007. 6.

가설철골램프 완료

2007. 11.

지하골조일부 완료, 지상골조 시작, 철골공사 시작

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동선 보안을 위

2008. 5.

경방필백화점 가설 주차장 철거 시작

해 그로부터 몇 달 뒤 결정되었다. 또한 메인

2008. 6.

경방필백화점 가설 주차장 철거 완료

2008. 7.

오피스-2 골조 완료(철골포함)

2008. 8.

오피스-1 골조 완료(철골포함)

2008. 9.

공영주차장 토공사 시작, 백화점A관 철거시작

2008. 10.

호텔, 영화관 골조 완료

2008. 11.
2008. 11.
2008. 12.

공영주차장 골조 시작, 서측프라자 철골공사 시작
14 2차 설계변경
백화점 B관 철거 시작

몰의 천창을 볼 수 있도록 대형 Void 를 설치
했고 매장과 Void 사이의 동선거리를 4m로
결정한 것도 오랜 검토의 결과였다. 이는 미국
쇼핑몰보다는 다소 작고 일본 쇼핑몰보다는
큰 수준이었다.

2008. 12. 16 서측프라자 상량식
2009. 2.

공영주차장 골조 완료, 문화재복원공사 착공

2009. 3.

서측프라자 철골공사 완료

2009. 8.

각종 마감공사 완료

2009. 9. 16 그랜드 오픈

7)프로젝트의 규모와 타임스퀘어의 탄생
가칭‘K-Project’
로 첫발을 내디딘 2000년
6월 이래 9년 3개월여의 시간 동안 프로젝트
는 진행되었다. 그동안에 투입된 총 건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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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은 5700억원이었다. 기존에 보유하

“첫 번째는 경방의 기업역사로 설명할 수

고 있던 영등포 부지 55,245㎡(16,711.61평)의

있다. 20세기 초인 1919년 이래 영등포는 경방

감정평가된 시세가 4,500억(장부가 2,200억원)

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방직산업, 한국 근대산

임을 감안할 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이었

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이제 100여년

다. 규모 또한 연면적 340,895.38㎡(103,121

가까운 시간이 흘러 21세기 최첨단 산업인 복

평)의 초대형이었다. 리테일 쇼핑몰의 규모는

합 엔터테인먼트 단지가 이곳 영등포에 경방

전용면적 기준 172,671.52㎡(52,233.13평)으로

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다. 경방과 함께해 온

이전까지 국내 최대라던 코엑스 몰의 2배 규

하나의 같은 공간이 시간(Time)의 흐름에 따

모이다.

라 그 역할과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곳은

타임스퀘어란 이름은 2006년 10월 브랜드

경방이 지켜왔고 영구히 지켜가야 할 시간

네이밍 작업에 들어가면서부터 탄생하게 되었

(Time) 과 공간(Square)이 함께하는 곳이라 생

다. 약 4개월여 동안 내부 공모도 거치고 외부

각했다.

업체의 제안도 받으며 몇 개의 후보군으로 좁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드는 복합 엔터테인먼

힌 끝에 2007년 2월‘타임스퀘어(Times

트 시설이 추구하는 목표는 국내에 아직 소개

Square)’
라는 지금의 명칭을 확정하게 된다.

되지 않은 선진국형 최첨단 Malling System

본래 Times Square는 미국 뉴욕시에 있는 타

을 도입하여 그동안 백화점에 익숙한 국내 소

임즈 사 앞 거리광장을 일컫는 말로써 유행과

비자들에게 새로운 시설 콘셉트와 新 트렌드

쇼핑 그리고 수많은 인파를 상징하는 거리이

를 소개하고 선도하는 것이다. 뉴욕 타임즈 사

다. Times Square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최종

앞 거리광장이 연상케 하는 이미지와 부합될

결정한 김담 대표는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홍콩에 Time

했다.

Square라는 쇼핑몰이 있고 일본 동경 다까시

타임스퀘어의 구조(규모)
대지현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준공업지역), 441-21(일반상업지역) (현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로 통합)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도로현황

동측 : 양평로변 30m, 도로, 북측 : 30m / 24m, 서측 : 25m / 39m, 남측 : 15m 보행자 우선도로

도시계획사항
대지면적

사업면적

일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9,821.20㎡

34,469.90㎡

합 계
44,291.10㎡

판매및영업시설(쇼핑몰), 숙박시설(호텔)업무시설,

용

도

문화및집회시설(영화관,웨딩홀,전시실),

판매및영업시설(쇼핑몰,백화점), 숙박시설(호텔)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운동시설(체력단련장)

건축규모

규

모

지하 5층/지상 15층

높

이

59.60

건축면적

5,661.10㎡

20,668.23㎡

26,329.33㎡

건폐율

57.64%

59.96%

59.45%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59.60 m (최고높이 제한 60m 이하)

94.75 m (최고높이 제한 95m 이하)

구

지하 5층/지상 20층
94.75

연면적

72,792.66㎡

268,102.72㎡

용적률

399.21%

369.42%

주차대수

1,832 대

340,895.38㎡
376.03%
1832(법정상한 1869대)

조경면적

면적(비율(법정15%))

2471.62㎡ (25.17%)

5193.44㎡ (15.07%)

7,665.06㎡ (17.3%)

공개공지

면적(비율(법정10%))

1578.86(16.08%)

5172.49(15.01%)

6,751.3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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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마야 백화점 앞에도 조그만 광장 Times

지 효과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Square가 있지만 트렌드를 선도하고 소비자

의 기능이나 개념을 접목하는 것으로 복합단

를 만족케 하는 진정한 Times Square는 한국

지로는 타임스퀘어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에 있는 우리의 Times Square라는 것을 보여

일반몰과 구분되는 하이브리드몰의 가장 큰

주겠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차이는 단지를 구성하는 테넌트들 간의 유기

로는 우리 쇼핑몰은 소비자들이 시간을 사는

적인 공간배치 및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현황편

공간이 되길 바란다. 물건만 사고 사은품 받아

이너몰(Inner Mall)의 경우 공간이 폐쇄적

서 집으로 돌아가는 백화점이 아닌 이곳에 오

이라는 단점이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

면 고객들이 시간을 사서 여유롭게 즐기고 쉬

화되어 있는 아웃터몰(Outer Mall)은 사계절

는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라

이 뚜렷한 국내 기후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기에‘시간이 있는 공원 같은 곳’
이란 의미에

있다. 하지만 타임스퀘어는 이들의 장점을 결

서 'Times Square'라는 이름을 결정하게 되었

합해 실내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메인 쇼

다”
고 밝혔다.

핑몰의 지붕을 대형 유리로 설계했다.
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및 대형서점 등

8)테넌트간 시너지 극대화
‘열린 공간’
,‘쾌적성과 선진성’
을 갖춘 시

최적화된 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설, 에어리어를 나타내는 스퀘어 안에 3개의

두었다. 메인 쇼핑몰의 아트리움은 바닥 면적

라인이 타임즈(Times)의 'T'와 스퀘어(Square)

이 430평에 달하는 최대 규모로 패션과 리빙,

의 'S'를 형상화해 시간과 공간이 조화를 이룬

휴식,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입체적으로 설계

거리를 상징하는 타임스퀘어는 설계단계에서

하고 편의성을 높였다. 아트리움을 중앙에 두

부터 테넌트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

고 신세계백화점 명품관과 글로벌 SPA 브랜

이브리드몰 컨셉트를 부각시켰다.

드관이 들어서고 4개 층에 걸친 패션 매장은

원래 하이브리드(Hybrid)란 부가적인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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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테넌트가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지는

체험형 쇼핑 공간(한 예로 획일적인 브랜드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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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의 방식이 아닌 특정 브랜드 혹은 특정 복종과

는 세계 최대 SPA브랜드인 자라(ZARA), 무인

관련한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존 형태)의 제안

양품(無印良品), 망고(MANGO) 등 세계적인 브

으로 차별화했다.

랜드들이 입점해 있다.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은 기존의 경방필

9)글로벌 브랜드 입점

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합쳐져 서울 서남권

쇼핑몰의 성공여부는 집객력 있는 테넌트

최대 규모의 백화점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유치에 달려 있다. 타임스퀘어의 경우 기본적

6,982.14㎡(2,112평) 규모의 명품관도 22개의

으로 신세계가 운영하는 백화점 및 명품관은

최고급 명품 브랜드들로 채워졌다. 교보문고

물론 이마트, 교보문고, 메리어트호텔, CGV,

또한 광화문 지점에 버금가는 4,041.94㎡

아모리스웨딩홀(아워홈) 등 각 분야의 대표급

(1,222.69평), CGV는 공연장과 영화관이 어우

브랜드들로 MD가 구성된 가운데 쇼핑몰 안에

러진 2,700석의 대규모 멀티플렉스로 입점해

잊을 수 없는 일

성공적인 테넌트(임대) 유치전략

타임스퀘어의 성패는 결국 테넌트의 유치에 달려있었다. 국내 유통 채널은 대형백화점 업체 Big3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해외에서와 같
은 쇼핑몰은 국내엔 아직 소개되지 않았고 따라서 쇼핑몰에 적합한 전문점이나 메가숍(Mega Shop)형태의 대형 매장은 전무한 형편이었다.
브랜드도 다양하지 못해 대부분의 주요 브랜드는 백화점에 입점 되어 있다. 국내 백화점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대형화되
고 강력하여 브랜드들은 백화점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현실이었다. 경방은 경방필백화점을 운영했지만 백화점 Big3의 힘에 눌려 브랜드유치
에 매번 쓰라린 기억을 남기고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한 아픈 기억이 있었다. 우리는 브랜드를 접촉하며 초기에는 쇼핑몰을 설명하고 국내 유통
시장도 결국은 해외의 사례를 따라 갈 것이라고 역설하는 것이 먼저였다. 이어 백화점과의 차별화를 설명했다. 브랜드업체의 반응은 차가왔다.
‘그게 되겠느냐?’
는 반응과 백화점에 주력해야하니 나중에 보자는 것이 돌아오는 대답이었다.
우리의 전략은 먼저 대형 Key-tenant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대형서점, 멀티플렉스, 휘트니스센터 , 대형 할인점, 호텔 등이 그것이었다. 실무
진은 지속적인 테넌트 설득에 나섰고 2006년 11월 29일 영등포공장의 철거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할인점 이마트와 입점계약을 체
결했다. 이어 2007년 1월 교보문고 입점 계약 체결, 그해 2월 CGV 와의 계약체결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해 11월 메리어트 호텔과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수년을 끌어오던 신세계 백화점과 기존 경방필백화점의 위탁경영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아울러 쇼핑몰 1층을 신세계 명
품관으로 추가 임대계약을 끌어내면서 타임스퀘어가 기존의 쇼핑몰과는 다른 차원의 서구형 정통 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
장의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속속 테넌트들의 문의가 오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008년 6월 ㄜ아워홈과 컨벤션웨딩홀 및 푸드코트 계약을 했고 1년여를 지리하게 끌던 세계 최대 SPA브랜드인 ZARA와의 계약이 그해 8월
에 체결되면서 그동안 냉담하던 패션시장마저 뜨거워졌다. 그러나 위기도 있었다.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여파는 각 브랜드들
로 하여금 긴축재정을 하게 했고 신규출점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지며 입점 계약 릴레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백화점과 달리 임대
조건에 보증금이 있고 대형매장이다보니 인테리어 투자비 등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타임스퀘어는 알려지기 시
작했고 2009년에 접어들고 오픈이 임박하면서 임대유치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마무리 지었다.

박성두 부동산개발사업부 상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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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아워홈의 웨딩홀 아모리스의 경우
도 세계 1위 건축설계사인 겐슬러가 참여, 국
내 최고급 시설을 선보였다.

10)타임스퀘어의 미래
현재 타임스퀘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담 부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2, 제3의

타임스퀘어에는 오픈 전부터 세계적인 패

타임스퀘어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다. 이는

션브랜드들의 매장 입지 경쟁으로 실무관계자

한국의 유통 시장도 선진화 추세를 거스를 수

들이 애를 먹이기도 했다. 매장 입지 선정에

없으며 이는 리테일 쇼핑몰 시장의 도래를 의

심혈을 기울이기로 유명한‘ZARA’
는 오픈 1

미한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타임스퀘어가

년여 전부터 입점 계약을 체결해 1층 글로벌

분명 한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패션 타운 존의 1,164㎡(352평)를 선점했으며,

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제일모직과 손잡고 다시 한 번 한국시장 공략

리고 이는 그동안의 백화점식 패러다임을 탈

에 나선‘망고’
도 대형 매장을 구성하면서 위

피한 새로운 신 유통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런

치 선정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점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

또 백화점으로 이어지는 2층 길목에는‘갭’ 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보

187

이(634.7㎡, 192평), 토털 라이프스타일 숍인

다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으로 타임스퀘어

무인양품도 363㎡(110평)규모로 메가숍을 오

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복합 쇼핑몰의 아이

픈했다. 또 F&F의‘MLB’
, 이랜드의 티니위

콘으로 만드는 것이 현재 경방에서 추구하는

니, 후아유, 로엠 브랜드와 디에프의 자사 브

최우선 목표이다. 쇼핑몰의 대명사‘타임스퀘

랜드들의 대형 복합 매장인‘F-STORE’
와테

어’
, 확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함

이트, 아이팟으로 잘 알려진 애플스토어도 입

께하는 모든 테넌트와 브랜드들이 상생하는

점해있다.

타임스퀘어, 모든 고객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이밖에도 국내 토종 빅3 패션그룹인 제일모

타임스퀘어, 그리고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 아

직, LG패션, 코오롱은 각사의 주요 브랜드들

닌 고객이 와서 시간(Time)을 사는 공간 타임

을 플래그십숍 및 편집숍 형태로 구성하기 위

스퀘어, 오랜 시간 머물면서 놀고 쉬고 즐기고

해 경쟁사들보다 한 뼘이라도 더 넓은 매장을

먹고 사는 장소 타임스퀘어. 이것이 진정한 타

요구하기도 했다.

임스퀘어가 추구하는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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