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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물산, FLEX OFFER  
BY LECTRA를 통해 전 세계 법인과 
원활하게 협업

Lectra 솔루션

한국의 태평양물산 그룹은 최근에 마커 작업 일부를 
본사에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공유 서비스 센터 (Shared 
Service Center)로 이전했습니다. 

Lectra의 Diamino 마커 메이킹 소프트웨어에서 대량의 
마커 제작을 위한 Lectra의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성공적인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이 그룹은 현재 또 다른 
생산 법인에 Flex Offer by Lectra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과제

해외 여러 지역에 있는 생산 시설을 대신해 한국의 그룹 본사에서 
대량의 마커 제작을 관리함에 따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마커 
작업을 분산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ectra의 제안
태평양물산 은 이미 본사에서 Lectra의 Diamino 마커 제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 워크스테이션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작업 부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Lectra
는 클라우드 마커 제작 솔루션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과
오늘, Lectra의 자동 마커용 클라우드 기반 Flex Offer를 
사용하여 베트남 하노이의 공유 서비스 센터에서 마커 작업이 
수행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다양한 생산 주기에 대해 
마커 작업 워크로드 균형을 맞춤으로써 관리자가 피크시즌의 
작업 물량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지역의 
추가 다른 생산 법인에 Flex Offer by Lectra를 구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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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 분야의
혁신주자
1972년에 설립된 태평양물산 그룹 은 업계를 선도하는 의류 
제조업체이자 제조자 설계 생산(ODM) 기업으로, 16개의 
해외 의류 제조 자회사, 1개의 연구소, 2개의 대표 사무소 및 
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본사는 한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품 개발 역량을 우수한 제조 리소스와 
접목한 태평양물산 그룹 은 기술 아웃도어 의류, 
아우터웨어, 스포츠웨어, 캐주얼 우븐 및 니트 
등 다양한 성인용 및 아동용 의류를 생산합니다. 
Columbia Sportswear, UnderArmour, Carhartt, 
Mountain Hardware, Peak Performance, Gap, 
Old Navy, Banana Republic, J.Crew, Target, 
Abercrombie & Fitch, Ralph Lauren, Land’s End
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및 리테일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태평양물산 은 또한 천연 다운 및 
폴리에스터 파이버필을 모두 공급하는 독립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ODM 의류 제조사인 태평양물산 은 하이 프로필 
브랜드가 주를 이루는 자사 고객을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과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객 기대치와 새롭게 대두되는 
업계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고 인식하는 이 
기업은 자사의 제품군과 제조 공정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클라우드 마커 솔루션 Flex Offer by 
Lectra로의 최근 마이그레이션은 새로운 작업 
방식에 대한 열린 마음가짐과 Lectra와의 30년 
업무 협력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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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처리 지연 및
가시성 부족
2020년 현재, 태평양물산 은 그룹 소유 및 운영 생산 
시설에서 약 590,000개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업 부하가 증대하면서 관리감독자의 관리 업무가 갈수록 
더욱 힘들어짐에 따라, 그룹 본사의 Diamino 마커 제작 
소프트웨어를 갖춘 워크스테이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한 팀 내에서 자동화된 마커를 공유했기 
때문에, 작업 대기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처리가 
지연되곤 했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파일 형식이 
여러 개여서 태평양물산 은 파일 호환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동 처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근접 마커, 컬러 셰이드 마커 및 기타 특수 마커에서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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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증대 및 효과적인 작업 부하 관리
경쟁업체 솔루션을 조사한 후, 태평양물산 은 Diamino에서 Flex Offer by Lectra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했습니다. 더욱 빨라진 마커 제작, 갑작스러운 작업 물량 폭증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도, Lectra 솔루션은 본사에서 관리되는 
파일을 해외 생산 현장에서 다운로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평양물산 이 패턴 
및 마커 작업을 분산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에 의해 지원되는 원활한 협업 덕분에 하노이 지사는 그룹 내 다른 생산 
현장과 동일한 작업 수행을 계획을 세워서 현지 마커 작업을 인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솔루션의 내장형 추적 기능을 통해 관리자들은 훨씬 더 쉽게 작업 완료 상태를 
추적하고 팀 작업 워크로드를 더욱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lex Offer by Lectra를 도입하기 전에는 Excel을 사용해 각 사용자의 작업량을 
개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라고 태평양물산 의 Technical Design 팀 이사인 Cindy Kim
은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사용자들이 Flex Offer by Lectra를 
사용하여 빠르게 마커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더욱 늘리고 마커 처리 시간은 
단축하면서 마커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는 사용자들이 Flex Offer 
by Lectra를 사용하여 빠르게 
마커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더욱 늘리고 마커 
처리 시간은 단축하면서 마커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Cindy Kim 
태평양물산 Technical Design 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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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Flex Offer by Lectra는 비용 계산, 원단 구매, 생산에 대한 의류 공급업체의 고유한 마커 처리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동화된 마커 생산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생산 주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연성, 갑작스러운 작업 
물량 폭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운영 마진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비용 계산, RFQ에 
대한 입찰, 원단 구매 및 생산을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조기에 정확한 코스팅을 제시하고, 정확한 원단 

소요량을 계산하고 작업 물량 폭증 또는 유입되는 패스트 트랙 제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go.lectra.com/discover-flex-offer-by-lectra-ko.html?CID=7013V000001Fq0XQAS&utm_source=Lectra&utm_medium=Website&utm_campaign=Flex_Offer_Launch&utm_content=&utm_te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