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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니트 의류 전문업체로 출발한 신성통상은 섬유 산업 부흥기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생산체계를 갖추고 의류 수출에 앞장서 왔다. 뉴욕, 상해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가 하면 다수의 국내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의류 업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업무 특성상 회사와 영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 
신성통상 HR팀의 김호동 차장, 정민호 사원을 만나 신성통상의 최근 소식과 
TOEIC을 활용한 사내 교육 및 평가 방침에 대해 들어봤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어, 
TOEIC으로 임직원 영어 실력 점검한다
신성통상 HR팀(김호동 차장, 정민호 사원)

Interview

신성통상 HR팀 (좌)김호동 차장, (우)정민호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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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생산방식(OEM) 의류 수출 업계로 출발
평창 롱패딩 출시, 탑텐몰 오픈하여 내수 시장도 공략

신성통상에서는 뉴욕, 상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
마, 니카라과 등에 생산기지와 영업사무소를 두고 주문
자 생산방식(OEM)으로 유명 패션브랜드의 옷을 생산한
다. GAP과 같은 글로벌 의류 브랜드부터 월마트, 코스트
코 등 미국 대형 유통마트의 자체 의류 브랜드까지 종류
도 다양하다. 해외 수출 경험만 어언 50여 년. 신성통상
은 원단 생산부터 완성품에 이르는 일관생산체계와 한
국, 미국, 중국을 중점으로 하는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 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패션 부문에서의 활약도 돋보인다. 1980년대 이후로 가
나안, 올젠, 지오지아 등 국내 패션브랜드를 국내에 선보
여 호응을 얻었고, 2004년 캐쥬얼 브랜드인 폴햄, 2012
년 탑텐 등 캐쥬얼 브랜드를 론칭했다. 

“올 초 신성통상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평
창 롱패딩 출시와 탑텐몰 오픈입니다. 신성통상의 공
식 온라인몰인 탑텐몰은 지오지아, 앤드지, 탑텐 등 
신성통상의 주력 브랜드 제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
입니다. 평창 롱패딩의 성공에 이어 탑텐몰 오픈을 계
기로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커지리라 기대하고 있습
니다.”  
- 김호동 차장 

지난해 겨울 한국 패션업계의 이슈는 롱패딩이었다. 국
내 패션회사에서는 다양한 가격대와 디자인의 롱패딩을 
선보였고, 백화점 등 쇼핑몰에는 롱패딩을 사려는 사람
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러한 롱패딩의 홍수 속에서 돋
보인 상품이 있었으니 바로 평창 롱패딩이다. 평창 롱패
딩은 신성통상과 롯데그룹이 함께 기획, 제작한 상품으
로 조기 품절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평창 
롱패딩의 성공은 소비자들에게 의류 제조사로서 신성통
상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의류 수출과 국내 패션, 
유통사업에 이르기까지 의류 산업 전반에 걸친 신성통상
의 업력은 평창 롱패딩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내
비친다. 

인사고과에 어학 성적 활용
2005년부터 현재까지 TOEIC 성적 반영해 

“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일찍 사
내 영어교육과 평가에 힘을 쏟았습니다. 2005년에 처
음으로 사내 인사 고과에 TOEIC 성적을 반영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인사고과뿐만 아니라 채용 시에도 지
원자들의 영어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TOEIC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호동 차장

업계 특성상 영어는 필수. 직무를 막론하고 모든 지원자
에게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만, 그중
에서도 수출영업, 수출디자인, 수출영업기획과 같은 분
야에서는 영어 실력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해에는 지원
자의 영어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채용 시에 영어 성적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영어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 

직원들을 위한 학습 지원 제도도 탄탄하다. TOEIC을 비
롯한 수십 개의 사이버 강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연 2회 
사내에서 치르는 TOEIC 응시료도 지원한다. 최대한 편
의를 제공하고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이 영어 능
력을 키우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방책이다.
 

“사내에서 TOEIC을 시행하는 것의 최대 장점은 시험
에 대한 임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
다.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영어 성적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한 만큼 최대한 많은 직원이 더욱 편리하게 공
부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
할이죠.”
- 정민호 사원

신성통상에서는 현재 인사제도와 어학 교육 시스템을 유
지하는 한편, 직원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방안
을 고민 중이다. 수출은 물론이고 패션과 유통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가는 신성통상. 탄탄한 교육과 평가제도
로 다져진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무기로 지난 50여 
년간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