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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s 
Message

팬코는 1984년 소규모 의류제조수출기업으로 출발한 이래 지속성장을 거듭, 현재 국내외 1만 2,000명 직원과 중국, 베트남,  

미얀마에 총 6개의 생산기지에 버티컬 생산시스템을 구축, 가동하며 연간 2억 5,000만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핵심역량인 DQCS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품질제고, 원가절감,  

납기준수에 전력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온 결과입니다. 

나아가 21세기 경영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 불우이웃, 벽지·낙도 학생 돕기를 비롯하여  

대학발전기금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2014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도 가입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팬코는 ‘경천애인’의 사훈과 ‘창조경영’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선진 글로벌의류기업’으로 도약하는  

미래비전을 수립, 2020년까지 ‘매출목표 10억 달러’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함께 해외 생산기지를 확충하여 ‘세계 일류를 

향한 기업, 세계 인류를 위한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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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질주는 지난 30년에 이어 미래 100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일류를 향하여, 
세계 인류를 위하여

주식회사 팬코   회장  최 영 주





Core Values             팬코는 창업초기부터 기업의 핵심역량인 DQCS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품질제고, 원가절감, 납기준수에 전력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Development & Design
최신 소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Quality
최고의 품질과  

Cost
최상의 원가 경쟁력과 

Speed
최단의 생산, 납기를 성취한다.

D

핵심가치

Q C S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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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납기준수

품질제고

Global Manufacturing Capabilities 팬코는 아시아 3개국, 총 6개의 생산기지에 최첨단 버티컬시스템(편직·염색·봉제 공정)을 갖춘 글로벌 의류제조수출회사입니다.

팬코 글로벌 생산능력

팬코 글로벌 생산능력

편직

염색 검사

봉제 팬코 

버티컬

시스템

공장
연간 봉제 생산량 월간 봉제 생산량

라인 수
일간 편직 및 염색 생산량

의류(점) 의류(점) 주요생산능력(kg)

팬코비나 
[빈증]

54,000,000 4,500,000 174 

편직 50,000

포염 60,000

사염 10,000

팬코 중국 
[평도, 청도]

20,000,000 1,660,000 56 

편직 20,000

포염 30,000

사염 -

팬코미얀마 
[양곤]

6,000,000 500,000 24 

편직 -

포염 -

사염 -

합계 80,000,000 6,660,000 250

편직 70,000

포염 90,000

사염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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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KO VINA CORPORATION
팬코의 생산활동 중심기지로 발전한 팬코비나는 편직, 염색, 봉제 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최첨단 버티컬시스템을 구축하여 초대형 오더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팬코비나 제1공장(염색-사염, 포염/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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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비나 
버티컬시스템 
생산능력

팬코비나 
제2공장(봉제)

팬코비나 
제3공장(편직)

공장
연간 봉제 생산량 월간 봉제 생산량

라인 수
일간 편직 및 염색 생산량

의류(점) 의류(점) 주요생산능력(kg)

팬코비나 
[빈증]

54,000,000 4,500,000 174 

편직 50,000

포염 60,000

사염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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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편직 생산량   1만 5,000톤

팬코비나 버티컬시스템 _ 편직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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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염색 생산량   2만 1,000톤 (포염 : 1만 8,000톤 / 사염 : 3,000톤)

팬코비나 버티컬시스템 _ 염색공장(포염, 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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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봉제 생산량   5,400만 점

팬코비나 버티컬시스템 _ 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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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8,000여 명(2015. 01. 0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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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도팬코 버티컬공장은 편직, 염색, 봉제공정을 모두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생산노하우의 결정체로 생산체제의 안정화, 효율화, 양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PANKO(QINGDAO) CORPORATION

14



평도팬코 버티컬시스템 _ 편직공장

평도팬코 
버티컬시스템 
생산능력

연간 편직 생산량   6,000톤

공장
연간 봉제 생산량 월간 봉제 생산량

라인 수
일간 편직 및 염색 생산량

의류(점) 의류(점) 주요생산능력(kg)

팬코 중국 
[평도]

12,000,000 1,000,000 34 

편직 20,000

포염 30,000

사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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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염색 생산량   9,000톤

평도팬코 버티컬시스템 _ 염색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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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봉제 생산량   1,200만 점

평도팬코 버티컬시스템 _ 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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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팬코는 팬코의 해외 시장개척과 글로벌경영의 시발점이었으며 본사의 중요한 신규 오더에 대한 실험생산 등을 통해 공정 및 기술상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생산효율 제고를 도모하는 역할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QINGDAO PANKO APPAR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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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봉제 생산량  800만 점

청도팬코 _ 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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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미얀마는 니트와 우븐 각 12개 라인을 갖춘 봉제공장이며 미주 및 유럽 시장개척에 있어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ANKO MYANMAR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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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봉제 생산량  600만 점

팬코미얀마 _ 봉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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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의 생산활동 중심기지로 발전한 팬코비나는 편직, 염색, 봉제 공정을 일괄 처리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버티컬시스템을 구

축하여 초대형 오더도 자체 소화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PANKO CORPORATION
팬코는 MARKET RESEARCH, ITEM DEVELOPMENT, PRESENTATION 등의 R&D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우수한 소재와 색상, 디자인 등을 바이어에게 적극 제안함으로써 최고의 제품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목 : 남녀 니트 의류, 우븐 의류, 스포츠 및 아웃도어 의류,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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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팬코 연구개발실은 원단 연구개발 및 디자인 개발 역량이 탁월한 30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원단과 의류제품 생산에 즉각 대응하여 작업 소요시간 단축은  

물론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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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영   

팬코는 전략적 사고, 효율적 관리,  

창의적 개선에 바탕을 둔 창조경영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세대를 향한   

글로벌 의류기업 

팬코는 인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집적하여  

의류•섬유제조 분야에서 최상의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을 지향합니다.

  기본충실
  내실경영
  성과달성 

VISION 
2020

VISION 2020

경영목표

경영이념

슬로건

2020년 매출 10억 달러 달성! 

가장 일하고 싶은 의류수출기업!
팬코는 사업다각화 및 시장다변화를 통하여 2020년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명실공히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VIS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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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기업, 미래를 위한 기업
팬코는 1984년 소규모 의류제조수출기업으로 창업의 초석을 놓은 이래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만성적 무역적자국인 일본 시장을 상대로 활발한 수출활동을 전개,  

국가경제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팬코는 앞으로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을 넘어 국민의 기업, 세계의 기업, 나아가 영속가능한 글로벌일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2002. 04. 해외현지법인 설립(중국, 청도팬코복식유한공사)

 08. 해외현지법인 설립(베트남 Panko Vina Corporation)

  09. 해외현지법인 설립(베트남 Panko HCMC Corporation)

2005. 10. 중국 팬코(청도)유한공사, 버티컬공장 준공(편직, 염색, 봉제)

2007. 1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기탁(태안반도 원유유출사고 주민돕기행사)

2008. 04. 베트남 팬코비나, 버티컬공장 증설(편직, 염색) 기공식

 08. 베트남 팬코비나, 폐수처리시설(3,000톤/일, A급수) 계약

1984. 12. 팬코무역 창립

1985. 02 편직 및 봉제공장 설립

1988. 09. 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은행)

1990. 04. 봉제2공장 설립(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1991. 11. 염색공장 설립(경기도 의정부시)

1995. 09. 해외현지법인 설립(중국, 청도팬코복식유한공사)

1996. 06. 해외브랜드 도입(이태리, ROBERTA DI CAMERINO) 

 06. 염색공장 설립(부산광역시 사하구)

1998. 08. 해외현지법인 설립(중국, 청도C&P복장유한공사)

1999. 09.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2000. 12. 편직공장 설립(부산광역시 사하구)

HISTORY of PANKO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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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1. HEAT TECH ITEM 개발

 07. 봉제공장 설립(전라북도 익산시)

 12. 불우이웃(독거노인, 조손가정)돕기 지원제도 마련

2011. 02. 2011 새해맞이 저소득 농아인 사랑나눔행사

 03. 본사 샘플개발실 개소

 03. 팬코비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03. 일본 동북부 지진 의연금 모금(2,000만 엔)

 05.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한 의수, 의족 무료지원 사업 후원

 10. 농어촌 벽지 및 낙도 초등학교 소년한국일보 기증

2012. 01. 동아대학교에 발전기금 기부

 03. (재)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 지정장학금 출연

 05. 사옥 매입(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삼성생명 빌딩)

 07. 베트남 팬코비나 염색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

 08. 2012 평강행복한홈스쿨 후원(기아대책본부)

 10. 사옥 이전(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팬코타워)

2013. 03. ‘2013년 대구국제섬유박람회(프리뷰 인 대구)’ 참가

 05. 팬코비나 제2공장 준공식

 09. 글로벌성장사다리기업 선정(한국무역보험공사) 

2014. 01. 전국경제인연합회 가입 

 02. UN글로벌콤팩트 가입

 06. 팬코비나 제3공장(편직공장) 오픈식

 09. ‘2014년 서울 국제섬유박람회(프리뷰 인 서울)’ 참가

 10. 해외현지법인 설립(미얀마, PANKO MYANMAR Co., Ltd.)

 10. 팬코비나 페스티벌 및 봉제5공장 오픈식

HISTORY of PA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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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1986.  11.  제23회 무역의날, 2백만불 수출의탑 수상

1987.  11.  제24회 무역의날, 1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1988.  11.  제25회 무역의날, 산업포장 수상

1992.  03.  제19회 상공인의날, 석탑산업훈장 수훈

1995.  11.  제32회 무역의날, 산업포장 수상

1996.  03.  제23회 상공의날, 통상산업부장관상 수상

1998.  03.  청량리세무서, 모범납세자상

  11.  제35회 무역의날, 산업포장 수상

1999.  03.  제26회 상공의날, 국무총리상 수상

2000.  11.  제37회 무역의날, 5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2001.  11.  제38회 무역의날, 산업포장 수상

2002.  11.  제16회 섬유의날, 산업훈장 수훈

  11.  제39회 무역의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11.  제39회 무역의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2003.  06.  제10회 삼우당 대한민국 섬유·패션대상 수상

2004.  11.  제41회 무역의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2005.  03.  제32회 상공의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11.  제42회 무역의날, 7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2009.  11.  제46회 무역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10.  11.  제47회 무역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11.  제47회 무역의 날, 1억불 수출의탑 수상

2011.  03.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2013.  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표창패 수상

  09.  베트남 정부, 친선우호훈장 수훈

  12.  한국경제신문, 2013 올해의 CEO대상 수상

2014.  03.  2014 대한민국세종대왕나눔봉사대상 수상

  07.  TV조선, 2014 경영대상 수상 

  11.  제28회 섬유의 날 모범경영인 대통령 표창 수상 

  12. 제51회 무역의 날, 2억불 수출의탑 수상 

동탑산업훈장 수출의탑

TV조선, 2014 경영대상 베트남 친선우호훈장

서비스표등록증상표등록증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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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ibution사회공헌

팬코와 함께하는 
행복한 홈스쿨

팬코는 2005년부터 (사)기아대책본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행복한 홈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요보호가정의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

며, 다양한 문화복지, 교육 활동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특히 

기업,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의 자원연결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아동과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아동
기금마련후원

팬코는 중국 길림성 동평(연길로부터 약 80km 위치) 조선족 거주지역에 결연  

아동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의  

아동과 노모나 친척에 의해 양육되는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비지원, 기숙사 비용과 더불어 도서구입비를 후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소년 
대학입학금 후원

팬코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성실히 임하여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결손가정 청소년

들에게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여 이를 통한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복지병원 
지원사업

팬코는 2009년 연변의 간질 환자 565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관리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한 간질 환자의 간질로 인한 2차적 

질병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연변지역 간질 환자에게 치료지원 및 지속적인 

방문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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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글로벌 네트워크

U.A.E  Dubai

ITALY     Milano

PANKO(QINGDAO) CORPORATION

PANKO MYANMAR Co., Ltd.

PANKO CORPORATION

PANKO VINA CORPORATION

JAPAN Tokyo

 QINGDAO PANKO APPAR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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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Head Office
PANKO CORPORATION

PANKO TOWER, 396, Gangseo-ro, Gangseo-gu, Seoul, Korea.

Factory
PANKO VINA CORPORATION (Knitting / Dyeing (Fabric & Yarn) / Sewing  vertical Factory)

My Phuoc IP, Ben Cat Dist., Binh Duong Prov., Vietnam 

PANKO VINA 2nd Factory (Sewing Factory)

My Phuoc IP, Ben Cat Dist., Binh Duong Prov., Vietnam 

PANKO VINA 3rd FACTORY (Kintting Factory)

My Phuoc IP, Ben Cat Dist., Binh Duong Prov., Vietnam

PANKO MYANMAR Co., Ltd. (Sewing Factory) 

No.75/B, 76B, Hiawgar Road Shwe Pyi Thar Township, Yangon  Region. Myanmar 

PANKO(QINGDAO) CORPORATION (Knitting / Dyeing / Sewing vertical Factory)

Pingdu EDZ, Qingdao, Shandong, China

QINGDAO PANKO APPAREL Co., Ltd. (Sewing Factory) 

Lichang dist., Qingdao, Shandong, China

U.S.A   California

BRAZIL    Sao Pa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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