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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는 1946년 설립하여 우리나라 속옷 산업을 
발전시켜 온 명실상부한 정통 속옷 전문 브랜드입니다. 
70여년 역사의 자부심과 축적된 섬유기술 노하우로 
온 가족이 즐겨 입을 수 있는 최고의 가족 언더웨어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BYC가 한번 더 도약합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6, BYC has been leading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underwear industry. 
Our 70-year tradition and technologies in textile has 
given us the capability to provide high quality products 
to all customers regardless of age. Now, BYC is well 
poised to take another step towards the next phase.

BYC는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윤리경영, 환경경영, 품질경영을 
실현하고,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Our new approach to quality management, currently in the making, 
provides the groundwork for our ethics, environmental, and 
quality-oriented management systems. As such, we are determined 
to emerge as a leading global company through ceaseless 
self-innovation and technology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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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Milestone

BYC는 해방 이듬해 창업하여 우리나라 내의 산업을 70여 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BYC는 꾸준한 노력과 기술 개발로 
‘세계 속의 BYC’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섬유산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946~1970 1971~1990
1946 -한국메리야스 공장 설립
1955  - 해방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장 국회의장상 

수상
 -한흥산업(주) 설립
 -우리나라 최초로 화학섬유 내의 생산
1957 -백양 상표 등록
1958 - 정부수립10주년 기념 우량 국산품 인기투표에 

부통령 최고 득점상 수상
1960 -상호변경 한흥산업(주) > 한흥물산(주)
1964 -연합상표등록 제 8958호
 -의장등록 제 1921호
1970 -1970 회계년도 국세청 성실법인으로 선정
1967 -영등포구 제2공장 건립
  - 한국 메리야스업계를 대표하여 뷔,에이취 

금메달 수상
  - 전국 소비자 여론조사에서 최우수 봉황대상 

수상
1970 - 1970 회계년도 국세청 성실법인으로 선정
  - 수출 100만 달러 달성

1946 -Establishment of Hankook Knit Work
1955 - Awarded the Commendation by the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at the National Independence 
10th Anniversary Ceremony

 - Founding of Hanheung Knitting Mill
 - Production of Korea’s first synthetic fiber 

underwear
1957 -Registration of Baik Yang trademark.
1958  - Awarding of the Prize for Export of Original Brands 

as recommend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Textile Industries.

1960 -Renamed as Hanheung Trading
1964 - Registration of the Associated Trademark No. 8958
 - Registration of Design No. 1921
1967 - Completion of the second factory in 

Yeongdeungpo-gu, Seoul
 - Awarding of the VH Golden Medal among Korea’s 

Knit Work operators
 - Awarding of the best prize at the National 

Consumers’ Choice Awards
1970  - Awarding of Citation for Model Taxpayer of the 

Year for 1970 by the National Tax Service
 - Recording of exports reaching USD 1 million

1971 -1971 회계연도 국세청 성실법인으로 선정
1975 - 국세청 산하 대한 메리야스 성실보고 회원조합 

결성
  -메리야스 업계 최초로 기업공개
1977  -울(Wool)마크 획득
1979  -서울 생산라인 전주공장으로 이전 통합
 -상호변경 : 한흥물산(주) > (주)백양
1982  -상공의날 대통령 산업 훈장상 수상
1984 - 정명 여자 상업고등학교 설립 
   (산업체 부설학교)
1985 -BYC 브랜드 개발
 -국내외 상표등록 출원
 -BYC 브랜드 제품 수출 시작
 -학교법인 한영학원 설립 (신한 중고교, 평택)
 -동양 최대 편직공장 준공 (전북 익산)
1986  - 서울 구로공단 생산공장 준공
1987 -수출의 날 5천만불 탑 수상
 -전북 전주 생산공장 준공
1990 -최우수 상장기업 금상 수상 (대신경제 연구소)

1971  - Awarding of Citation for Model Taxpayer of the 
Year for 1971 by the National Tax Service

1975 - Organization of an Association of Good Taxpayer Knit 
Works under the National Tax Service

 - Recognization as the first Korean Knit Work to go 
public

1977  - Obtainment of the ‘WOOL’ mark on its products
1979  - Relocation of production line from Seoul for 

integration with the Jeonju factory
 - Rechristening of the company name to Baik Yang 

Co., Ltd.
1982  - Awarding of the President’s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on the Commemorative Ceremony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Entrepreneurs’ Day

1984  - Establishment of Jeongmyeong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an industrial vocational school)

1985 - Development of BYC brand name
 - Filing for trademark register at home and abroad
 - Launching  of  BYC brand products exports
 - Establishment of Hanyoung Academy 
   (Shinhan Middle & High Schools in Pyeongtaek)
 - Completion of Asia’s largest knitting mill in Iksan, 

Jeonbuk.
1986 -  Completion of the lingerie plant in Guro industrial 

Complex, Seoul.
1987  - Awarding of the Medal for Export of 50 Million 

Dollars on the Day of Export.
 - Cmpleted the hosiery plant in Jeonju, Jeonbuk
1990 - Awarding of Gold Prize for the Best Listed Firm by 

Daesin Econom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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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ing the evolvement into becoming the leader of the 
underwear industry for the past seven decades, BYC was 
first established following Korea’s liberation in 1945. 
Our tireless endeavors and devotion to technology R&D 

have awarded us with our unbeatable reputation in 
the world market, and we continue to make landmark 
contributions toward the growth of the domestic textile 
industry.

1991~2000 2001~2017
1991 -특허청 선정 우수 상표상 수상
 - 한국 최우수 중견기업상 수상 (한국능률협회)
  - 고유 브랜드 BYC 수출대상 수상
  - 1993년 세계무역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로 선정
1992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은탑 산업 훈장 수훈 
  - 한국 최우량 기업선정 (한국 능률협회)
  - 1991년도 최우량기업 한국 증권거래소 선정
1993  -한국 섬유공업상 수상 (내의부문)
  - 한국상표의 국제화 성공전략 대표기업 선정
   (한국 무역협회)
1994  - 섬유진흥대상 고유브랜드 BYC 수출 브랜드 

대상 수상 (국제섬유부문)
1995 -중국 상해 BYC 방직품 유한공사 설립
  - 제 7회 보람의 일터 대상 수상 (한국경영자 총협회)
  - 세계화추친 수범기업 사례 선정 (통상산업부)
1996 -상호변경 : (주)백양 > (주)비와이씨
1997 - 98 프랑스 월드컵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 BYC 속옷 상표 선호도 1위 브랜드 선정
   (한국 여성 경제인 연합회)
1998  -  섬유의날 국무총리 표창 (섬유기술 개발) 한국 

섬유산업 연합회 선정
2000 - 중앙일보,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새천년, 새기업상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1991  - Awarding of the Best Trademark by the KIPO
 - Designation as one of the Best Korean Mid-sized 

Enterprises by KMA
 - Awarding the Grand Prize of Korea Exporters Awards for 

its BYC brand’s success
 - Designation as the World Expo’s official licensee
1992 - Awarding of the Silver Tower of Industrial Merit in 

fortifying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 Designation as one of the Best Korean Enterprises by 

KMA and by Korea Exchange 
 - Designation as one of the Best Korean Enterprises of 

1991 by Korea Exchange
1993  - Awarding of the Korean Textile Industry’s Awards
 - Designation as representative of Korea for successful 

strategies on globalization by KITA
1994 - Awarding of the Grand Textile Awards for successful 

exporting record of BYC products
1995 - Establishment of a subsidiary in Shanghai, China
 - Awarding of the 7th Great Workplace Awards by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 Citation as model business of globalizing by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ies
1996 - Rechristening of the company name to BYC
1997  - The official licensee of ‘98 France World Cup Games
  - Designation as the most preferred underwear brand by 

the Korean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 
1998 -  Prime Minister's citation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extile by the KOFOTI
1999 -  Awarding of a Private Brand Export Prize by the KAIA
2000  - Awarding of the New Model Enterprise of the New 

Millennium” by the JoongAng Daily and the KCCI
 - Presidential Citation on the 34th Taxpayers’ Day

2001 - 기업 평가위원회 선정 제10회 경제 정의 
기업상 부가가치 창출부문 수상

2003  - 한국 능률협회 선정 “한국 산업의 기업 이미지” 
1위 기업 선정 (내의부문섬유의복분야수상)

  - (주)신한마트 > (주)비와이씨마트 상호변경
2006 - 한국 능률협회 선정 “브랜드파워” 1위기업선정 

(남성내의부문)
2007 - 개성공단 진출
2009 - 개성 제 2공장 가동
2010 - BYC마트 매출 400억 돌파
2012 -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
2013 - 교육발전유공 국민훈장 석류장 포상
2014 - 한국 능률협회 선정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남성 내의부문)
  - BYC마트 매출 510억 돌파
2015 - BYC마트 50호점 돌파  
2016 - 창립 70주년
  - 서울지방국세청 선정 "명문 장수기업" 선정
  - BYC 공식 온라인 쇼핑몰 'BYC E-Shop' 오픈
   www.byc-eshop.co.kr
2017 - BYC마트 55호점 인천' 청라점' 오픈
  - BYC마트 56호점 대전 유성구 오픈 예정
2018 - BYC마트 57호점 대전 용두동 오픈예정
  - BYC마트 58호점 인천 주안 오픈예정
  - BYC마트 59호점 청주 강서동 오픈예정

2001  - Awarding of a prize for the “Creation of Added Value” 
category of the 10th Enterprises of Economical Justice 
Awards by the Enterprise Assessment Commission

2003 - Awarding of the top prize of the underwear segment 
under the textile & garment category at the Korea 
Industries Corporate Image Awards by the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KMA)

 - Rechristening of Shinhan Mart to BYC Mart
2006 - Awarding of No. 1 rank among the Men’s Underwear 

category in the Brand Power Index by KMA 
2007 - Entering in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2009 -Commencing operation of second plant in KIC
2010 -Surpassing of KRW 40 billion sales mark
2012 -Commencing operation of Indonesian plant
2013 - Awarding of the Seongnyu Medal of the Order of Civil 

Merit for it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ducation 

2014 - Designation as No. 1 of the Men’s Underwear category 
in the Brand Power Index by KMA for 6th consecutive year

 - Surpassing of KRW 51 billion sales mark
2015 - Opening of BYC’s  50th store branch 
2016 - 70th Anniversary Ceremorny
 - Awarding of Citation for the prestigious Long-lived 

company by Seoul Regional National Tax service
 - Opening of BYC's On-line Shopping mall 'BYC E-Shop'
2017 - Opening of BYC Stores in Cheongna location of Seo-gu 

of Incheon
 - Scheduled opening of new stores in, Yuseong-gu of 

Daejeon   
2018 - Scheduled opening of new stores in, Yongdu-dong of 

Daejeon
 - Scheduled opening of new stores in, Juan-dong of Incheon 
 - Scheduled opening of new stores in, Gangseo-dong of 

Ch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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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세계 23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BYC는 자체브랜드 제품의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일본, 중동시장에서의 매출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및 중국의 진출, 수출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BYC exports its products to our clients in 23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ile aggressively pursuing new markets 
under an export diversification strategy. As a result, our sales 
records are hitting new marks in foreign markets such as 
the U.S., Japan and the Middle East region in addition to 
vigorously pursuing the market of South East Asia and China.

1980~2011 무역국가
1980~현재 무역국가

Trading Countries  from 1980 to 2011

Trading Countries  from 1980 to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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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는 치열한 경쟁과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도 최고의 
기술력 및 고객 지향 서비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As a textiles leader in an era of rapid changes and fierce 
competition, BYC has strengthened its market position 
through technological prowess and customer-first services.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BYC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 및 판매 네트워크 구축으로 제품의 현지화하고, 꾸준한 마케팅 
활동으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YC는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Despite the lingering global economic crisis, BYC has solidified its global stance 
as a competitive market player through strategic localization of production 
through factory relocation and an overseas sales network, backed by zealous 
marketing campaigns catering to the different needs of customers around the 
world. With the help of the keeping abreast of customers’ ever-changing needs, 
BYC looks on to one day become a household name all over the globe.

HEADQUATER
BYC Co., Ltd.
3,Dorimcheon-Ro 21-Gil,
Yeongdeungpo-Gu,Seoul,Korea
Tel 82 2 840 3114 

NORTH AMERICA
Baikyang U.S.A. Inc.
13810 Bentley Place, Suite 105, Cerriots, 
CA90703, U.S.A.
Tel 1 562 404 4960 

AFRICA
Onamik Holding Ltd.
175 Cameroun Road, P.O.Box 3068, 
ABA, Nigeria
Tel 234 802 329 1937

MIDDLE EAST
Hamdan S.Al-farraj Est.
King Fahad Road, Attameer Center, 
P.O.Box 43212, Riyadh 11561, Saudi Arabia
Tel 966 1 286 6611

Abdullah Mohammed A. Bahakim Est.
Hamud Al-Fahed Building, Bab Sharif, Jeddah, 
P.O.Box 23136, Jeddah 21426, Saudi Arabia
Tel 966 2 642 4488

Legacy LLC.
Shop No.11-A, Car Park Building, 
Opp. Old Souq Abra, Baniyas (Creek) Street, 
Deira, Dubai, UAE
Tel 971 4 225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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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Laboratory

BYC의 경쟁력은 꾸준한 기술 개발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각 분야의 BYC 디자인 연구소는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개발하고,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BYC’s competitiveness is firmly grounded by its continued technology R&D 
practices. The BYC Design Laboratory consisting of several R&D centers 
specialized in different areas devote their energy to staying faithful to only the 
latest design trends and to develop innovative products and technology.

디자인 연구소 DESIGN R&D CENTER

BYC 디자인 연구소는 한발 앞선 패션 트렌드를 
제시하기 위해, 업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BYC’s Design R&D Center sets fashion trends 
with only the industry’s   top, innovative 
designers. 

원단 개발팀 TEXTILE R&D DIVISION

원단 개발팀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최첨단 
기능성 직물 및 원단을 개발, 연구하고, 제직하여 
고품질 상품 적용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veryone at the Textile R&D Division maintains 
a spirited work ethic in developing state-of-the- 
art performance textiles that can best serve the
needs of customers while  utilizing them in 
manufacturing only the highest quality of products.

상품부 PRODUCT TEAM

상품부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세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The Product Team works on the details of 
the products tailored to customers’ different 
lifestyles and formulates the best suitable 
marketing strategies.

디자인 연구소

원단 개발팀 상품부

Design R&D Center

Textile R&D Division Produc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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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 System

BYC의 모든 제품 생산 공정은 자체 생산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OS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여 물류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했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 시스템을 데이터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된 판매 
경향, 매출 동향 등을 기본으로 효과적인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Manufactured from its own production facilities, all BYC products are sold 
following the automated logistics system powered by the Point-of-Sale (POS) 
system. Based on  collected data, we have successfully set up a  sales database 
allowing us to develop effective marketing plans structured upon accurate 
analyzed sales data and market trends.

생산 시스템 PRODUCTION SYSTEM

70여년 간 꾸준히 축적된 생산기술을 통해 
감각적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핵심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Leveraging our 70-year production 
technology experience, we put every ounce of 
effort into creating sensational products.

물류 시스템 LOGISTICS SYSTEM

BYC는 업계 최초로 물류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를 이끌었고, 생산과 판매의 
효율적인 중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BYC was the first in the industry to adopt the 
logistics system, which led to an automated 
logistics system, ultimately enabling 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production lines 
and customer-contact-points.

판매 시스템 SALES SYSTEM

체계적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상품개발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We have established a well-organized sales 
system propelling us to maintain a timely 
read on the latest changes in market trends, 
opening the door for continued innovation in 
both products and sales strategies.

기획/연구
Planning

Research

재단/봉제
Cutting

Sewing

방적/편직
Spinning

Knitting

포장/물류
Packaging

Distribution

염색/가공
Dyeing 

Processing

판매
Sales

Manufactur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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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로 자리매김해온 BYC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온가족 이너 
웨어 브랜드이며 Originality, Variety, 
Well-Being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BYC 그룹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Commanding the unparalleled 
leadership in Korea’s underwear 
industry, BYC has a firm hold on the 
time-old tradition of introducing 
customers of all ages to the 
originality, variety and well-being in 
inner appar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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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는 베이직 제품과 트렌디한 감각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언더웨어는 물론, 
이지웨어, 기능성 웨어, 아우터,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onsequently, BYC’s product line-ups 
satisfy customers of various needs 
and tastes, from ‘basic’ to ‘trendy, 
moreover our diversification in 
products includes not only underwear 
but also  sleepwear, outerwear and 
hosi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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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 기능이 우수하며 얇고 가벼운 소재로 
추운 겨울에도 패션 트렌드와 따뜻함을 
동시 충족시켜주는 신개념 릴랙스 
발열내의 입니다.

The BODY HEAT line is a stylish yet 
innovatively thin and lightweight 
thermal material that provides a 
comfortable fit with reliable hea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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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을 빠르게 흡수, 건조시켜 더운 여름에도 
시원함과 쾌적함 그리고 트렌디함을 
유지시켜주는 고기능성 패션 이너웨어 
브랜드입니다.

Quickly absorbing and evaporating 
sweat, the BODY DRY line keeps you 
cool and dry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without sacrificing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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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롭고 섬세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감성
적으로 풀어내며 고급스러운 소재와 클래
식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섹시함을 선사
하는 에브리데이 란제리 브랜드입니다.

LESON is a romantic lingerie line 
exclusive for stylish women. Its highly 
delicate textiles in classical designs 
successfully allure the sophisticated 
and elaborate taste of women 
seeking a sexy but comfortable fit for 
everyday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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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로맨틱 란제리 '르송'은 란제리 
외 보정속옷, 쥬니어 브라, 라운지 웨어, 
이지웨어, 슬립웨어 등 다양한 제품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With the ‘romantic woman’ in mind, it 
comes in a variety of lines from basic 
lingerie, body boosters and junior 
underwear to lounge wear, easy wear 
and sleep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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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모던한 스타일로, 때론 섹시한 
스타일로 젊은 감성을 표현하는 쎌핑크 
커플 란제리. 

CELPINK is a couple lingerie brand 
especially for younger generations 
who find themselves tending to 
modern and sexy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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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의 은밀하고 특별한 커플룩, 
아우터와 Mix & Match 할 수 있는 Cross 
Over로 재미와 감성을 풍부하게 담아낸 
나만의 란제리 입니다.

Its variety of lines come in special 
couple designs and crossovers 
that can mix and match with your 
outerwear. 



뛰어난 신축성으로 움직임을 도와주며 
흡한속건 기능으로 상쾌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Active & Comfortable 
스포츠 이너웨어 입니다.

This active and comfortable sports 
innerwear with high elasticity 
enables you to immerse yourself into 
the joy of sports, quickly absorbing 
and evaporating sweat without 
hindering movement  during physical 
activity.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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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깨끗하고 하얀 마음을 담은 
어린양 캐릭터 '라미'는 소중한 아기들의 
연약한 피부를 위해 항균, 보습 기능이 
뛰어난 원면을 사용하는 Baby 이너웨어 
브랜드입니다.

Symbolizing the innocence and purity 
of newborn babies, RAMMI is BYC’s 
the dedicated innerwear brand for 
exclusively newborn babies. It uses 
only raw cotton that guarantees high 
performance in antibacterial and 
hygroscopic functioning.



탁월한 항균 기능으로 항상 쾌적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베이직 이너웨어 브랜드
DEONIA is a basic innerwear brand with 
highly reliable antibacterial functioning that 
keeps the sweat odor at bay while keeping 
you dry.

데오니아 Deonia

24
BYC
Corporation

BYC Technologies

BYC는 최신 시설의 연구설비와 최고의 섬유기술로 첨단 텍스타일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개발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섬유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피부보습 청정효과와 원적외선 방사 능력의 천연 
갯벌 가공 제품
This is a product line treated with natural 
mud exhibiting good performance in keeping 
the skin clean and moist with far-infrared ray 
emissions.

음이온은 '공기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정신 및 신체를
완화시켜 피로회복을 촉진시키는 기능
Dubbed an ‘air vitamin,’ anionic is known to 
stimulate recovery from fatigue by promoting 
both physical and mental relaxation.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혈액순환에 효과적인 원적외선 
가공의 기능성 제품
This far-infrared ray-base line of products 
helps metabolism and blood circulation in our 
body. 

은(Ag) 성분을 함유하여 인체에 유해한
각종 세균에 대하여 제균 기능
The silver (Ag) content found in this line of 
products enables protection against bacteria. 

은행나무에서 추출한 징코라이트 특이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기능
This line of products contains gingkolide 
protecting skin from ailments. 

참나무 숯 원사를 사용하여 원적외선 방사, 전자파 
차단, 음이온 발생, 향균, 탈취 기능
Made of oak charcoal-spun thread, this 
line of products emit far-infrared rays and 
anionic, insulate electromagnetic waves 
while preventing both bacteria and odor.

고급 원면을 사용하여 실크와 같은 광택이 나는 
고밀도, 고강도, 우수한 착용감의 고급 제품
SILKNIA is a high-end product line based 
on high-grade raw cotton with high 
density along with the strength and fitting 
equivalent to that of silk.

실크니아 Silknia

머드가공 Mud Processing

은나노가공 Silver Nano Sol

음이온가공 Anion Processing

은행잎가공 Ginkgo Leaf Processing

원적외선 가공 Far-Infrared radiation

참나무숯 원사 Oak Thick Thread

빠르고 간편하게 습도조절을 할 수 있는 상쾌한
에어로쉬 기술, 변함없이 좋은 기분을 유지합니다.
AEROSH technology keeps your clothes neat 
and dry with quick and easy moist control 
embedded in the fibers. 

에어로쉬 Aer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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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ped with state-of-the-art facilities and unparalleled textile technologies, 
BYC’s R&D centers have successfully developed cutting-edge textile technologies and materials, 
leading the industry with innovative products and technologies.

친수성이 높은 동물성 조직을 재생시켜 잔주름을 
막고, 젊은 피부를 유지시키는 기능
By revitalizing the animal tissues with high 
hydrophile properties, this line of products 
helps skin remain young and elastic. 

녹차의 방향 성분을 원단에 주입하여 쾌적한 숙면 
효과와 스트레스 해소 및 피로회복에 도움
Made of green-tea fragrant-treated fabric, 
this line of products promotes sound sleep 
and alleviates built-up stress and fatigue.

관절이 닿는 안감 부분을 이중 처리하여
보온효과를 높이고, 실외 근무자 및 노년층에 적합
The patched joint parts enhance heat 
protection, making it suitable for outdoor 
workers or the elderly.

등판 덧댐 원적외선 가공, 어깨 부분 전자석 부착으로
혈액순환 촉진 및 방취, 보온효과 상승
With the far-infrared treated fabric patched 
backside and electromagnetic-treated 
shoulder patches, this line of products 
encourages  blood circulation while 
preventing odor and  maintaining heat.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생리작용을 활성화하여 방균, 
방충효과 및 습도조절 기능의 우수한 기술
A cutting-edge technology that vitalizes the 
physiological function of releasing FIRs, or far-
infrared rays, that are useful in the functioning 
as an antibacterial and the protection against 
insects as well as moisture control. 

황토가공 Ocher soil Processing

콜라겐가공 Collagen Processing

관절덧댐내의 Joint Parts Patch

녹차 Green Tea

원적외선 자석 Magnetic Processing

인체 세포와 유사한 올리브오일 마이크로캡슐 
가공으로 노화 방지 보습 효과로 피부를 보호
Containing micro-capsulated olive oil, this 
line of products provides moisture for an 
anti-aging effect. 

올리브오일 Olive oil

특수 방사 기술로 원사 중앙을 비워 가볍고, 반발 탄성 
증대, 부피 대비 경량 보온성이 우수
This specially spun thread contains air at its  
center,  making it lightweight with increased 
rebound resilience and boosted heat 
protection.

경량보온 Light Weight W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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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Network

BYC는 전국에 걸친 유통망을 보유하여, 생활 의류시장에서의 
전문 유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의 영업 
소와 50여개의 직영점 및 전문점이 전국 주요 상권에 1,700여개 
입점하여 소비자에게 최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s a leading lifestyle wear distributor, BYC's distribution 
network stretches out across the nation providing our 
customers with quality products through our extensive 
network encompassing about 1,700 franchises and 14 
chain stores and 50 branches.

6 11

514

10

7

8

13

9

15

본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21길 3 [02] 840-3114

할인점영업부 [02] 840-3385

국내영업부 [02] 840-3460

1 
강남영업소 [02] 840-3386

2 
강북영업소 서울 중랑구 동일로 942 [02] 3296-3162

3 
중부영업소 서울 중구 마른내로 151-1 [02] 2269-8431

4 
부산영업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1 [051] 853-5731

[서울특별시]
가든파이브점, 가락옥산, 고덕백양, 고은백양, 길동제일상회, 늘사랑BYC, 늘사랑불광점, 
다정BYC신길점, 대림상회, 동부BYC, 동평화BYC, 마천BYC, 면목은혜BYC, 명복상사, 
무학점, 목동BYC, 방신제일상사, 사당인경상회, 삼양동속옷나라, 상신BYC, 성훈상회, 
속옷이야기, 송화BYC, 수정상회, 신림메리야스, 신장위센타, 신흥상회, 씨지클럽, 
봉천봉신, 안영희언더웨어, 알뜰BYC, 암사형제, 약수백양, 양지BYC송파점, 양천점, 
영부BYC, 영재모아, 영진상회, 예담BYC, 예지BYC, 익진상회, 우림BYC, 우성백양, 
유진신신상회, 은평BYC, 이영, 잠실1단지BYC, 정릉천보사, 장패션BYC, 정상BYC, 
중계샬롬, 진성상회, 태한BYC, 필전문점, 향도물산, 형제상회, 화연상회, BYC가락센타, 
BYC강동점, BYC건대입구역점, BYC고척점, BYC공릉점, BYC개봉점, BYC금남점, BYC
노원역점, BYC답십리점, BYC대방점, BYC대유패션, BYC동대문센타, BYC망원상회, 
BYC망원점, BYC무학2호점, BYC문정점, BYC배봉점, BYC보라매점, BYC보문점, BYC
사당점, BYC석촌점, BYC성대점, BYC숭인점, BYC시흥점, BYC신당점, BYC신사드림, 
BYC썬프라자점, BYC아현마트, BYC안암점, BYC역삼점, BYC연희이레점,  BYC
영천현대점, BYC오류점, BYC우이점, BYC엠케이점, BYC종로점, BYC창동점,  BYC
창성중계점, BYC태릉점, BYC풍납점, BYC하월곡점, BYC한남점,  BYC행복상회, BYC
화곡점, BYC흑석점

[부산광역시]
구서제일상사, 대송BYC, 세강유통, 센스BYC, 신만덕BYC, 진아네, 혜광BYC, BYC
경일점, BYC구포계단점, BYC금정점, BYC다대점, BYC당감점, BYC덕천점, 
BYC덕포점, BYC르네시떼점, BYC문현점, BYC반송점, BYC부곡점, BYC부전점,
BYC사직점, BYC서동태양점, BYC서면점, BYC신모라점, BYC연일점, BYC용호점, 
BYC주례점

[인천광역시]
가좌행복점, 간석래미안점, 강화BYC, 검단BYC, 고잔BYC, 대한BYC, 마전BYC, 
만수중앙BYC, 백마장BYC, 복BYC, 부평BYC, 부평시장점, 빛고을백양, 산곡BYC, 
석바위BYC, 왕길BYC, 은빛백양, 행복상회, BYC남동점, BYC동구점, BYC신도시서구점, 
BYC모래내점, BYC미래점, BYC석남점, BYC용현점, BYC인천장기점, BYC학익점

[대구광역시]
강남상회, 대동상회, 동서BYC, 민이네, 방촌BYC, 선하유통, 시지BYC, 진우상사, 
평화물산, 황금BYC, BYC강북점, BYC대곡점, BYC대구점, BYC매천점, BYC봉덕점, 
BYC불로점, BYC서남점, BYC송현점, BYC지산점, BYC침산점

[광주광역시]
남광주BYC, 대광상사, 보인운암점, 삼호BYC, 송정BYC, 수완하나로점, 영후상사, 
예진BYC, 월곡BYC, 용봉BYC, 운암BYC, 유니나란제리, 충장BYC센터, 화정속옷나라, 
BYC동천점, BYC선운점, BYC월곡점, BYC주월점, BYC학동점, BYC효천점

[대전광역시]
노은BYC, 대전백양, 백양유성센타, 삼부BYC, 수빈란제리, 신탄진BYC, 한민BYC,
한양BYC, BYC관평테크노점, BYC도마전문점, BYC도안점, BYC반석점, BYC복수점, 
BYC비래점, BYC송강점, BYC왕자상회, BYC월평점, BYC용문점, BYC큰마을점, 
BYC한밭점

[세종특별자치시]
대영사 

[울산광역시]
동울산BYC, 명석상회, 신선BYC, 아빠팬티엄마브라, 안평상사, 옥동BYC, 온양BYC, 
은성BYC, BYC구영점, BYC동구전문점, BYC무거점, BYC상안점, BYC신일점, BYC
신정점, BYC알뜰매장, BYC호계점

[강원도]
거진BYC, 도계BYC, 동서상사, 백양강원총판, 삼척BYC, 속초BYC, 신철원BYC, 주문진
BYC, 중앙BYC, 중평전문점, 철원BYC, BYC명동점, BYC중앙점, BYC홍천, BYC횡성

[경기도]
가정BYC, 거모BYC, 경민상사, 고강태선, 고강BYC, 골드빌BYC, 곰돌이백양, 구성
BYC, 군포부부상회, 과천BYC, 광명영진상사, 김량장백양, 그리심BYC, 남문BYC, 
덕계BYC, 덕소백양, 대영상사 용이점, 도일BYC, 동산BYC, 매탄BYC, 문경유통, 목감

BYC, 문산점, 발안마트, 병점BYC, 백양사, 본오점, 부연상회, 부흥상회, 삼정상회, 
성가상회, 성남BYC, 성덕BYC, 성일BYC, 송내BYC, 송이네, 수지BYC, 수지평화상회, 
신광명BYC, 신한에디피스원미점, 신한에디피스원당점, 승리사, 시온양행, 신한일
BYC, 안성거인상사, 안성한아름, 안중점, 양평BYC, 엄지상회, 역곡은혜상회, 영
BYC, 에이스상사, 예쁜속옷나라, 오산주공BYC, 오전BYC, 유성BYC의왕점, 원종태선
BYC, 월곶BYC, 일신마트, 일신마트 당동점, 의정부대우상회, 장곡BYC, 정윤수예점, 
종합의류, 중산BYC, 코아BYC, 쿼바디스(임마누엘), 탄현BYC, 태석사, 태평현대, 통진
BYC, 하안속옷점, 하중BYC, 할렐루야BYC, 후곡BYC, 희원BYC, BYC가남점, BYC
고양점, BYC구리대명, BYC광복점, BYC권선점, BYC김포장기점, BYC김포행복점, BYC
녹양, BYC동두천중앙, BYC동천점, BYC동탄점, BYC상동점, BYC상현점, BYC소하동점, 
BYC수원센터점, BYC반월점, BYC부영점, BYC안성, BYC안성축협, BYC안양, BYC
양곡점, BYC양평백운점, BYC여주점, BYC운양점, BYC운정점, BYC엔젤, BYC이천, 
BYC장현점, BYC장호원, BYC전곡점, BYC정자점,BYC죽전점, BYC진안점, BYC퇴계원, 
BYC파장, BYC파주점, BYC풍동점, BYC풍무점, BYC하나로, BYC하나로성남, BYC
향남점, BYC화서점, BYC화서블루밍, BYC화정점, SMBYC, SMBYC봉담점

[경상남도]
거성BYC, 거창BYC, 경동상회, 고성BYC, 극동BYC, 깜상회, 명곡BYC, 미리내BYC, 
반송BYC, 서부BYC, 성원BYC, 영산BYC, 장유BYC, 중앙BYC,  진영속옷아울렛, 
진영신도시전문점, 창녕BYC전문점, 청도BYC, 칠복상사, 칠원BYC, 합성BYC, 해송BYC, 
효성BYC, BYC가음점, BYC감계점, BYC거제점, BYC구산점, BYC남해점, BYC도계점, 
BYC동읍점, BYC명서점, BYC봉곡점, BYC북마산점, BYC사파점, BYC삼계점, BYC
서상점, BYC소계점, BYC소답점, BYC신안점, BYC양산점, BYC옥포점, BYC용원점, 
BYC율하점, BYC진해점, BYC진해롯데점, BYC풍호점, BYC하동점, BYC함양전문점

[경상북도]
구평BYC, 노벨BYC, 대왕상회, 대원상회, 세원BYC중리점, 성주백양, 신성상회, 
인동백양, 왜관BYC, 왜관남부BYC, 용강BYC, 죽도쇼핑, BYC경주점, BYC남구점, 
BYC망정점, BYC백천점, BYC북삼점, BYC선산점, BYC상모점, BYC영주점, BYC
예천점, BYC인동점, BYC점촌점, BYC청도점, BYC풍기점, BYC하양점, BYC흥해점, 
BYC후포점, BYC황오점

[전라남도]
광양북부상사, 광영은하수, 대광BYC, 무안BYC, 미애방, 벌교BYC, 선경BYC, 여서
BYC, 여수동아, 영광BYC, 장흥BYC, 정BYC, 풍강유통, BYC고흥점, BYC동양상사, 
BYC로타리점, BYC목성점, BYC빛가람점, BYC삼호점, BYC영암점, BYC은하수, BYC
팔마본점, BYC학동점, BYC해남점

[전라북도]
고창BYC, 군산점, 모현점, 보성유통, 서군, 수성점, 완주3공단점, 정읍BYC, 정읍상동점, 
BYC고창점, BYC나운점, BYC남원마트, BYC삼천점, BYC송천마트, BYC송천점, BYC
시기센타, BYC아중점, BYC인봉점, BYC영등마트, BYC인후점, BYC장계점, BYC주공점, 
BYC혁신도시전주점, BYC호성점, BYC황금상회

[제주도]
광양BYC2호점, 서귀BYC, 성산백양, 조광상회, BYC중문점, BYC표선

[충청남도]
광천BYC, 금산BYC, 당진점, 덕산BYC, 대산BYC, 동문BYC, 두정BYC, 부여BYC, 
서산BYC, 연무BYC, 예산BYC, 유구BYC, 인정BYC, 은아BYC, 자기연출, 중앙BYC, 
진범BYC, 청양성공BYC, 충남상회, 탕정BYC, 태안대영상회, 태안제일BYC, 현대BYC, 
해미읍성BYC, 해원BYC, 황금상회, BYC강원상회, BYC배방점, BYC백석점, BYC백억점, 
BYC불당점, BYC성거점, BYC신관점, BYC신관중앙점, BYC장항점, BYC직산점, BYC홍성점

[충청북도]
가경BYC, 단암상회, 미드니상사, 보은BYC, 삼보속옷, 제이엠BYC, 증평BYC, 진천BYC, 
청록사, 청주루디아상회, 청주백양, BYC금천점, BYC연수동문점, BYC영동점, BYC
용산점, BYC제천내제로점, BYC충의점, BYC터미널점

5 
부산영업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1 [051] 853-5731

7 
인천영업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4 [032] 464-8366

8 
대구영업소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126 [053] 382-9212

9 
전남영업소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3 [062] 382-8325

10 
대전영업소 대전 서구 둔산남로 46 [042] 485-2890

11 
울산영업소 울산 남구 삼산로 258 [052] 258-4431

12 
강원영업소 강원 원주시 남원로 642 [033] 763-8035

13 
수원영업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10 [031] 235-6441

14 
전주영업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3길 [063] 211-3951 

15 
창원영업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05 [055] 265-6022 

16 
천안영업소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3 [041] 553-1787

영업소 현황 Branch

전문점 현황 Franchises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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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Brochure

BYC의 직영매장인 'BYC 마트'는 중간유통을 거치지 않는 
SPA형 매장 시스템으로, 2016년에는 510억원을 달성, 전국 
주요상권에 200호점 오픈을 목표로 지속적인 유통망 확대, 
전략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가산점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02] 853-1570
대림점 영등포구 도림천로 21 19 [02] 840-3486
묵동점 중랑구 동일로 942 [02] 949-0313
대림2호점 영등포구 시흥대로 589-8 [02] 849-8213
신설점 종로구 난계로 237 [02] 2252-9321
장안점 동대문구 한천로 42 [02] 2249-7871
청량리점 동대문구 왕산로 32길 7 [02] 3295-4530
갈현점 은평구 연서로 161 [02] 357-5242

[부산광역시]
부산점 연제구 중앙대로 1151 [051] 868-3240
해운대점 해운대구 세실로 69 24 [051] 704-3934

[인천광역시]
계산점 계양구 오조산로 85 [032] 547-8035
만수점 남동구 구월로 368 [032] 464-8365
연수점 연수구 청능대로 103 [032] 822-3673
청라점(내의)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2층 [032] 569-6342
청라점(외의)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1층 [032] 569-6342

[대구광역시]
대구점 수성구 청수로 128 [053] 763-8035
성서점 달서구 이곡공원로 18 [053] 584-4977

평촌점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9 [031] 476-2041
안양점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031] 468-7747

[강원도]
원주점 원주시 남원로 642 [033] 762-8363

[경상도]
김해점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45 [055] 325-8149
양산점 경남 양산시 양산역6길 9 [055] 367-9053
창원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05 [055] 265-6031
진주점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06 (평거동) [055] 747-9253

[전라도]
순천점 전남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13 [061] 724-9301
군산점 전북 군산시 월명로 219 [063] 461-1025
김제점 전북 김제시 중앙로 166 [063] 543-0890
서신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96 [063] 278-1250
익산점 전북 익산시 하나로4길 14 [063] 838-8510
전주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11 [063] 212-2398
평화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13 [063] 285-2682
효자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1 [063] 237-4046

[광주광역시]
광주점 서구 상무중앙로 43 1층 [062] 382-7901
매곡점 북구 설죽로 335 [062] 573-1032
수완점 광산구 장신로 52 [062] 951-6141

[대전광역시]
대전점 서구 둔산남로 46 [042] 487-0328
유성점 유성구 계룡로 114 [042] 824-7660

[울산광역시]
울산점 남구 삼산로 258 [052] 267-4610 
화봉점 북구 화봉로 57 [052] 289-0130

[경기도]
김포점 김포시 사우중로 49  [031] 997-9730
부천점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56 [032] 661-3215
분당점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031] 783-8400 
상동점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4 1층 [032] 329-2131 
성남점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031] 759-8711
수원점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10 [031] 239-6325
안산점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1 [031] 482-2851
안중점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9 [031] 681-9740
오산점 오산시 운천로 62 [031] 377-8010
일산점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49 [031] 912-0640
평택점 평택시 경기대로 261 [031] 658-4323

[충청도]
보령점 충남 보령시 대청로 6 [041] 934-0450
쌍용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25 [041] 571-2100
천안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3 [041] 568-4952
분평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1037 [043] 287-4747
청주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043] 266-5195
강서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043] 238-8528
충주점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13 [043] 856-6890 

직영점 현황 Directly Managed Store

BYC Mart is BYC’s direct distribution network in the form of 
an SPA store chain. Encouraged by the success of this model 
with its sales surpassing KRW 51 billion as of the end of 2016,
we are strategically expanding the channel network with an 
aim to make it 200 stores across the nation in the near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