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년 5 월 6 일 “팬택구하기” 기자간담회 보완설명 

“팬택의 부활” 관련 보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가지 

사항을설명하려다 보니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전달된 부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은보완되어지길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국판 노키아식 부활”의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며,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1.CKT 관련 사항 

-     약 5 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송도(한중미)칭화과기원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직접 

칭화대학 및 칭화지주회사 및 칭화금융그룹, 그리고 

칭화부속중고교를 직접 방문하고 사업진행 상황과 CKT 의 협력 

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지난 10 년 이상 협력관계를유지해온 

칭화지주회사 회장 등 관계자 및 션인신 등 중국 파트너가 CKT 의 

사업 역량을 확인하였기에 공동 사업자로 나선 것임 

-     송도 칭화과기원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중국의 칭화금융그룹과 

한국의아주그룹이 추진하는 1 억 달러의 펀드도 동시에 준비 

중 (주간조선 참조) 



-     CKT 는 부동산, 교육/컨설팅, 의료/뷰티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주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중국 사업의 특성과 개발사업의 

특성으로 매출과 영업 이익을 공개할 수 없지만 최근중국에서도 

민간기업으로 비교적 알려짐 (중국 보도자료) 

-     CKT 는 국내부동산개발회사로서 100% 한국인 주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시요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시자료는 없으나, 등기부 등본으로 실체 확인은 가능. 관련자료는 

홈페이지에 수록. 

-     CKT 는 부동산, 교육/컨설팅, 의료/뷰티 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주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중국 사업의 특성과 개발사업의 

특성으로 매출과 영업 이익을 공개할 수 없지만 최근중국에서도 

민간기업으로 비교적 알려짐 (중국 보도자료) 

l  중국 经营报 



     

 

l 人民日报 



 

l 科创新闻 



 

 

l 科技日报 



 

2) 인수의도의 또는 회생방안의 불명확, 창업계획에 대한 구체성 결여 

-     팬택의 노키아식 창업을 통한 회생에 대한 자세한 투자, cash 

flow 등의 회계 자료는 인수 의향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시간 상 

자세히설명하지 못하였음. 일부는 블로그에 공개할 예정임. 특히 

스마트 사업과 창업으로 인한 투자와 관련한 투자회수 

시점과 ROI 산정이 포함된 매우 구체적인 내용임.전문가들이 

본다면 CKT 의회생방안의 진정성에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사료됨.  

-    창업기업이 도산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기술 경쟁력 부족, 브랜드 

부재 등의 이유로 시장을 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KT 의 

경우 이미 칭화대 부속 스마트 병원 사업을 수주하였고, 곧 중국의 

스마트 도시 사업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CKT 는 저희 계획이 이상적이라고는생각하지 않습니다. 



-     청산에 돌입하면 남은 자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기 때문에, 팬택은 

단지 시점이 2015.6.경이냐 2016.12.경이냐 2017.12.경이냐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짐. CKT 는 2015.6.경에도, 즉 현재 

시점에도 461 억원에는 청산가치가, 2016.12.경에는 368 억원의 

청산가치가, 아마도 2017.12.경에는 200 억원 정도로 청산가치가 

하락할 것임. 이는 공익채무가 현재 500 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팬택임직원은 물론 은행이나 협력사 등 채권자누구도 한푼도 

변제받을 수 없음을 의미. 

  

3) 생산인력에 대한 재교육, 재취업계획에 대한 의문, 창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인원에 대한 대책 

-    스마트폰 제조/판매의 지속이 가능한가에 대해 내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저희 CKT 는 이에 대해 5 월 11 일 혹은 12 일 

팬택의 임직원들과 토론의 장을 가지고 싶다고 세미나 개최를 

팬택측에 제안하였지만,거절당하였습니다. 

-    창업 뿐아니라, 생산직 직원을 위한 재교육 및 재취업 계획도 

한국판 노키아식 부활에 중요한 부분이며,장기적으로 팬택 부활에 

필수적임. 

-     재교육 및 재취업 교육의 상세함은 직원이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즉각 이직이냐 1 년 후 이직이냐에 따른 계획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교육인 경우 가족들의 생활비까지도 고려하고 



있음. 따라서 전체 회생방안의 소요자금은 창업관련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2,010 억원 달함. 

-    결국 회생방안은 현재 공식적으로 잔류한 1300 명 전원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지만,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하고 

창업군단화하는,즉 기술 및 자본 지주회사로 변신하기 

때문에, 회생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이직의 자금과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한 대단히 

현실적인 방안임. 

  

4)  채무변제계획,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결여 

-    채무변제계획은 현재로서는 변제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약 500 억원에 달하는 공익채무의 우선 변제에 대해서만 확정한 

상태입니다. 

-     담보회생채권,상거래 채권을 포함한 무담보회생채권은 

각각 1000 억원, 8500 억원 정도의 대략적 규모만을 알 수있는 

상태로서, 이중에서 어느 정도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팬택의 자산 및 재무상황에 대한 정밀실사 후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입니다. 

-     자금조달에 관해서는 총 인수자금 2010 억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정한 상태입니다.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은 계약 체결시까지는 저의 회사입장에서도 

대외비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