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산업훈장의 장애인 고용 우수 표준 사업장

会社紹介書

会社 槪要
1998.11.02

(株)IFG KOREA 設立。 (米国 OUTWEAR “CAROL COHEN”100万ドルオーダー設立)

2001.01.01

禿山洞 Esquire 紳士服(SORGENTE) 工場の 買収。

2003.05.30

世界物産 第3工場の 買収 及 びブランドB ASSO 生産 契約。

2004.09.08

障害者雇用 優秀 労働部長官賞 受賞。

2007.11.30

LFと 障害者 連携雇用 契約。

2008.05.15

LFと 高級 MEN'S SUIT メインの協力会社と 昇格。

2008.09.02

障害者雇 用優秀会社に 代表取締役 石塔産業勲章 叙勲。

2009.07.16

(株)Good Peopleに 社名 変更。

2010.03.18

障害者標準事業場に 認証。(雇用労働部/障害人雇用公団)

2012.04.23

明日の 希望 職場賞 受賞。(雇用労働部)

2014.02.10

HI SEOUL ブランド企業認証 。(ソウル特別市長)

2014.03.16

腹部露出防止 シャツに 特許証の 取得。 (特許庁長)

2014.06.13 “CCTS”韓國 職業能力開発院で 民間資格証で 認証。
2015.01.29

技術革新型 中小企業の 認証。

2015.01.29

イルビョンヘン 学習制 企業に 選定。(産業人力管理公団)

2015.08.17

障害者雇用 優秀事業主 認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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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産 ブランド 現況
生産 製品
MEN SUIT , ビジネス カジュアル ジャケット & PANT, Golf ジャケット & PANT, 企業顧客を 向けた 新概念の ユニフォーム

国内外 ゆうめいブランド OEM 生産

MAN ON THE BOON.

쏠리드

LONDON

Biella,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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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産 工程
JKT 縫製

JKT 完成
検査

CUT

PANT 縫製

出庫

PANT 完成

9/3

生産 FLOW
JACKET 生産 FLOW

Front Body

PANT 生産 FLOW

Side Body
Lining

Flap Lining
Flap

Front Body

Front Body

Back Body

Seat pocket
Facing

Front Pocket

Pocket

Seat pocket

Front Pocket
Facing

Pocket
Facing

Front Pocket
ADD

Welt
Welt Pocket
Welt Pocket
Side Facing

Wool
Canvas

Inside
Lining
Front
Finishing

Inside facing

Pad

Fly

Inside
Pocket

SET

Fly Lining

Pen Pocket
Card
Pocket

Collar

Under
Collar

Back Body

Back
Lining

Zipper

Belt Ioop

SET

Waist
Band

Waist Band
Finishing

Waist Cloth
Lining
Add
Inter
Lining

Sleeve
Finishing

Sleeve

Sleeve
Lining

QQ & Test
QQ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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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社の配置図
[ 1F ]

[ 2F ]

PANT Press

[ 3F ]

JKT Iron

PATTERN ORDER
専門 生産工場

PANT Iron
下
の
検
査

会
議
室

JKT 検査

管理

パタン 開發チーム
ACC チーム

會議室

生産管理チーム

PANT 縫製

JKT

출입구
출입구

まとめ

出庫チーム

출입구

P
r
e
s
s

JKT 縫製

OUTLET
출입구

LDM 売場

CUT

縫製 研究所

수
선
실

W/HOUSE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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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場機械 および 設備の現況
CUT

区分

CAD

CAM

Fusing

BAND Knife

Aut Relaxing M/C

FAB Znstpection
M/C

MAIN
待機

6

4

3

2

1

1

P/W

Special

Sukui

Over Lock

区分
JKT 縫製

MAIN
待機

区分
PANT 縫製

完成 & ユーティリティ

Auto Machine Special Machine

Embroidery
Machine

計

計
17

Vacuum Table

Press

計

42

15

2

48

10

6

18

19

160

5

2

2

5

2

2

4

2

24

P/W

Special

Sukui

Over Lock

Vacuum Table

Press

計

Auto Machine Special Machine

MAIN
待機

42

9

1

26

2

4

10

11

75

4

2

1

4

2

2

2

-

24

区分

Gas Boiler

Electric Boiler

Compress

Special

Vacuum Table

Press

計

MAIN

3

3

4

6

19

20

64

Vacuum Moter

4

-

待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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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員現況
2016.04

男女 構成

職能別 構成

障害者 構成

男

女

計

管理部

12

10

22

9

4

9

22

7

15

22

生産支援

7

5

12

2

5

5

12

-

12

12

CUT

17

10

27

1

7

19

27

17

10

27

JKT 縫製

25

55

80

2

17

61

80

31

49

80

PANT 縫製

6

24

30

1

4

25

30

11

19

30

完成

19

10

29

1

4

24

29

22

7

29

IFG

13

1

14

1

-

13

14

1

13

14

41

156

214

89

125

214

19%

73%

100%

42%

58%

100%

99

115

管理職 技術職 技能職

214

17

計

障害者 健常者

計

備考

TOTAL
46%

54%

100%

8%

※ 障害の 類型別 人員 構成
聴覚

言語

肢体

指摘

精神

脳病変

てんかん

自閉性

TOTAL

50

-

15

20

1

-

-

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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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

中国

地域

DALIAN

会社名

JINDI FASHION CO.LTD

유원(現地法人長)

中国

インドネシア

インドネシア

ベトナム

DALIAN

バンドン

バンドン

Quy Nhon

JINLI GARMETS

PT, KWANG DUK

代表者
設立日

専門生産 ITEM

4

3

生産 LINE

生産 CAPA(1LINE/D)

2

1

生産 CAPA(月)

人員(現地人)

工場面積 (LAND)

1

工場面積(建物)

人員(韓國人)

Ki Mun-He(中国人)

カジュアル ジャケット /
コート / ズボン

400

200

15,000m²

2005.05.08

JKT 2LINE

20,000着

2

4,200m²

Mam Ki-Sung(中国人)

紳士服 SUIT

500

500

15,000m²

1998.10.08

JKT 2LINE / PANT 2LINE

25,000着

5

6,000m²

Lim Yong-Soo(韓國人)

紳士服 SUIT

600

1,400

20,673m²

JKT 4LINE / PANT 3LINE

60,000着

5

11,088m²

Lim Yong-Soo(韓國人)

紳士服 SUIT

800

1,500

28,000m²

2005.05.04

JKT 4LINE / PANT 2LINE

80,000着

5

14,000m²

Do Thi My Lien

紳士服 SUIT

500

700

11,000m²

2011.03.15

JKT 2LINE / PANT 2LINE

25,000着

2

8,000m²

PT, KWANG DUK

Hung Phat Manufacturing
Trading Services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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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社 弘報
(음력 8월17일)

성실성에 반해 고용반대 직원도 설득
(음력 8월 4일)

2008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와 국민
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장애인 고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
용촉진공단이 주관하는‘2008년 장
애인 고용 촉진대회’
가 2일 서울 서

단기4341년

는 176명의 근로자 중 64명(36%)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

이 장애인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이

음을 읽으려 노력했기 때문

분위기를 만들었고, 메모와

51명에 이르는 점이 높이 평가됐

인 것 같아요.”

문자메시지를 활용했다.

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

강한 재활의지로 직장에 복귀해 농

관한‘2008년 장애인고용촉

촌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재활

이번 대회에서는 남성 신사복

볼 수 있게 천천히 말하는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

감전사고로 양손을 절단하고도

용촉진 강조의 달’
인 9월에 매년
개최된다.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
력도 꾸준히 했다. 장애유
형 별 모임을 구성해 식사

진대회’에서 최근 산업훈장

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

영화 등을 함께 하도록 독

을 받은 IFG코리아 김창환

려했다. 1년에 두 차례 단합

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조업체인 (주)아이에프지코리아

환경자원공사 김대석(50) 씨가 산

(51ㆍ사진) 대표이사. 지난

대회도 갖고 있다. 지난해

열렸다.

의 김창환(52) 대표이사가 산업훈

업포장을 받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여름 해수욕장을 다녀오는

장을 수상했다. 아이에프지코리아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1991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만난 김 대표는 장 애인과

길엔‘고맙습니다. 오늘 바

비장애인 이

다 처음 봅니

어우러진 직

다’
라는 문자

장을 만든 토

메시지를 받

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고, 무척 놀랐다고 했다.

IFG코리아는 LG패션 신사복 제조업체다.

그는 장애인을 너무 많이 채용하지 말라는

직원 185멸 가운데 36%(66명)가 장애인이

조언도 들었다고 했다. 장애인들이 한 번 삐치

다.“처음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봉제산업
은 사양산업이라 젊은이들이 오질 않았죠.”
그런데 장애인에게 업무를 맡겨 보니 남들은
지루해하는 일도 성실하게 해냈단다. 농아학교
등을 함께 다니며 이해 폭도 넓혔다.

면 한꺼번에 우르르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적
잖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김 대표는“사람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거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면서“신뢰관계가 형
성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
라고 말했다.

물론 어려움이 없진 않았다. 처음엔 관리자

“사실 장려금은 얼마나 받느냐고 문의하는

급 직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 대

전화도 많이 받아요. 그런 목적이면 고용하지

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1997년 미국 체류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며 관리자들을 설득했다.
“미국에서 학부모회의를 갔더니 영어가 개구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도구화되면 안 되죠.
필요하고 소중한 자산이란 마인드를 가져야
죠.”

리 울음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못 알아들으

약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계기에 대해 그는

니 말을 못했죠. 청각 장애인들도 이런 느낌

“남들이 중요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먼저 돌

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외국어도 또박또박 천
천히 얘기하면 잘 들리는 것처럼 입 모양을

아봤을 뿐”
이라고 했다.
글ㆍ사진 = 유병석 기자 bsyoo@kmib.co.kr

2007

www.munhwa.com

2008

THE MUNHWA ILBO

2011년 4월 20일

IFG코리아서 사명 바꾸고 재도약 첫 발
김창환 대표, 장애인 채용ㆍ복지에 앞장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차별과 설움을 느끼
는 곳은‘고용현장’
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총리님 25만원짜리 맞춤복, 우리가 만들었어요”

을 위해 법률로 정한‘장애인의무고용제
도’
가 1990년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의무

(주) 아름다운사람의 김창환 대표

고용률 2%가 달성된 적이 없다.
서울 독산동에 위치한 신사복 제조업체

지난달 21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25만원에 양복

(주)아름다운 사람(대표 김창환ㆍ사진)이 지
속적인 장애인 채용과 지원으로 화제가 되

을 맞췄다며 트위터에 띄운 글 때문에 화제가

에 대한 편견이 깨졌죠.”

고 있다. 최근 사명을 IFG코리아에서 (주)아

김 대표는 업무를 직무별로 분석, 채용

름다운 사람으로 바꾸고 재도약에 나선 이

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능력과 의지, 그리

회사에는 장애인 근로자 70명이 일한다.

고 장애유형을 감안한 업무배치를 통해 주

청각 장애인 45명, 지적 장애인 15명 등 장

요 공정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애인 직원이 전체의 38%나 된다.

을 확립하는 등 장애인채용에 노력을 기울

됐던 곳. LG패션과 SK 등 대기업에 신사복을
납품하는 직원 183명의 중소기업. 회사 캐치프
레이즈는‘질 좋고 멋있고 값싼 신사복 만들기’.
서울 독산동의 봉제업체‘(주)아름다운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다.‘어떻게 그리 싼 값에
양복을 맞춰주는 걸까’하는 궁금증에 지난달 27일

김창환 대표는 수화를 배우고 휴대전화

이고 있다.“대표로서 장애인 고용이 늘면

문 자 메 시 지 를 주 고 받 으 며 이 들 과‘소통’

생산성이나 직원 융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 유형별 모임

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는 것이 가장 힘

장애인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63명이나 된다.

도 지원하고, 1년에 두 차례 설악산, 동강

들었습니다. 경영진과 실무진이 장애에 대

그런데도 10년 전 40억원에 머물던 매출이 지금

등으로 단합대회도 떠난다. 서울남부지역

한 사원인식 개선에 노력한 결과 지금은 직

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원 서로 간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생기며

지역 장애인 고용 문제도 거들고 있다. 이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시너지 효과

같은 공로로 김 대표는‘2008년 장애인고

가 발생하고 있어요.”

용촉진대회’
에서 최고 영예인 산업훈장을
받았다. 약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계기에
대해 그는“남들이 중요시하지 않던 사람
들을 먼저 돌아봤을 뿐”
이라고 말한다.

LG패션의 메인 협력업체인 (주)아름다
운 사람은 하루 생산되는 상의 500착, 하의
650착을 LG패션에 전량 납품, 고객사가
오직 품질관리와 생산관리에만 전념할 수

“사 람 이 도 구 화 되 면 안 되 잖 아 요 . 필 요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LG패션과 장애인

하고 소중한 자산이란 마인드를 가져야 합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공동 노력

니다. 2003년 입사한 동갑내기 청각 장애

을 기울이고 있다.

인 직원과 친구처럼 지내게 되면서 장애인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

“비장애인 - 장애인 동등한 일터로”
오늘 장애인의 날…MB ‘고용 우수기업’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장애
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
와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
며 “장애인 의무 고용을 규정
해 놓은 제도 이전에 사회적 의
식과 문화가 바뀌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 31회 장
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아름다운사람’ 을 방
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대변인

이 전했다.
방문에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
장,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해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및 사회적 기업 대표, 장애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간담회에
서 ‘품질로 경쟁한다’ 는 자신
감과 자부심을 표시하면서 “장
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
껏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건의했
다.
이들은 또 기업이 채용하고
싶은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도 우선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립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늘 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늘 생각했
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화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직후 아
름다운 사람에 근무하는 장애
인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을 직
접 둘러본 뒤 양복 치수를 재
기 위한 신체계측을 실시하기
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라디
오·인터넷 연설에서도 “장애
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지
만 제도 이전에 의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곳을 찾았다. 들여다보니 이름처럼 아름다운
회사였다. 직원 183명 중 절반가까운 80명이
(주)아름다운사람의 김창환 대표(왼쪽)는 청각장애인 동갑내기인 유재원(오른쪽)씨를 만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깼다고 한다.

은 80억을 바라본다. 김 대표는 그 배경을“가족
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LG패션 등에 신사복 납품하는 중소업체
직원용‘거품 뺀 맞춤복’제작이 계기
183명 종업원 중 80명이 장애인
“업무집중도 높고 분위기가 더 좋아요”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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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정장 제조업체 (주)아름다운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보르보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

‘장애는 작업능력이 낮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울의 서쪽, 구로구에 있는 한
정장공장에서는 제조작업을
하는 이웃 동종업계처럼 기계
가 웅웅거리는 배경소리에
가끔씩 수다소리가 들리지 않
으며 근로자들은 천을 자르고,
바느질하고 다림질을 한다.
이곳이 다른 곳과의 차이점이
라면 약 200여명의 근로자들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장애인
이라는 점이다.
이 남성의류 제조사의 CEO는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
서 채용 방식이 남다르지만 작
업효율은 경쟁회사들과 비슷
하다고 말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속임수
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일합니
다. 그 점이 바로 정장의 품질
로 나타나죠.” 신사복 제조사 ‘
아름다운 사람 (The Beautiful
People)’의 CEO 김창환씨는
말했다.
회사는 몇몇의 큰 회사들에게
남성의류를 납품하고 자체적
으로 개인 맞춤형 신사복을
판매한다.
이번 달 현재 206명의 노동자
중 86명이 장애인이며, 이 중
70퍼센트는 심각한 장애를 가
지고 있다. 유형은 청각장애와
자폐증부터 언어적, 신체적,
지적 그리고 정신장애까지 다
양하다. 그들은 생산부터 인사
와 회계까지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약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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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보다
일을 더 잘할 것 이라고 생각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
다.” 58세의 오너는 말했다.
“장애의 정도와 작업능력은 무
관합니다.”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2010년 약 70억 원의
판매실적에 비해 작년에는 약
190억 원 ($17.6백만)을 기록
했다.
“마감날짜를 지키는데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에 노동자들은 더 큰 프로정신
과 전문기술을 보여주었고, 한
번 고용되면 이직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CEO는

말했다.
김창환 사장은 1992년부터
회사를 운영해왔지만 2002년
이 되기 전까지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없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자선 동기로
장애인 채용을 생각하지 않았
습니다.” 김씨는 말했다.
“제가 비장애인 근로자들 채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를 만나
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할 좋은 기회라
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의 능력을 확인한
김창환 CEO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숫자
를 점차적으로 늘려갔다.
처음에는 그들을 고용하는 것
이 쉽지 않았다.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감독을 맡은 몇몇
관리자들은 장애인들의 이해
능력 부족에 걱정을 토로하였
다.
김씨는 그런 문제로 불화를 가
진 관리자를 해고하기까지
했다.
“관리자들은 장애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
고 근면한지를 알게 된 이후,
지금은 저에게 더 많은 장애
근로자들을 고용할 것을 부탁
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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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장애인들을 채용
하려는 그의 노력을 인정받아
2004년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상을 포함하여 두 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아름다운
사람’은 2010년 정부로부터
장애인고용모범회사에 지정되
었다.
장애인고용모범회사로 지정되
기 위해서는 최소 30퍼센트
이상의 장애인들을 7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그 중 50
퍼센트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 회사
는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
치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해까
지 공식적으로 전국 174개
회사들이 장애인고용모범회사
로 지정되었다.
김씨 회사 운영의 주된 방침은
조화로운 작업환경을 보장하
는 것이었다.
그는 더 나은 소통을 위해 수화
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근로자
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
들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매년 봄마다 김씨와 모든
근로자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 다음
달에는 전라남도에 있는 해안
도시 여수로 향한다.
“저는 제 회사가 근로자들이
매일 아침 일하러 가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씨는 그가 찍은 추억 가득한

출전하는 선수 분들과 위원님들의 국가대표 단복을 맞췄습니다.

여행에서의 사진들로 채워진
벽에 기대어 서서 말했다.
아름다운 사람 김창환 CEO는
때때로 근로자들과 더불어서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빌린다. 그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이 있는 외국영화를
주로 선택한다고 말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듯이
열린 마음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씨는 말했다.

국가대표단은

를 따고

강력한 라이벌였던 중국과 대만을 제치고 6연패를 했습니다.

(주)아름다운 사람의 제품을 믿고
몸을 맡긴 국가대표

(주)아름다운 사람이 만든
자랑스런 국가대표단복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주)아름다운사람에서 만든 맞춤 단복을 입고
몰라보게 멋진 모습으로 출전했습니다.
국가대표단복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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