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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CCI 대표자에게 연락하세요.  
지역별 CCI 대표자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cottonusa.org/ko/staff


신뢰의 10년

세계 최대 의류 및 양말 제조업체 중 하나인 길단 액티브웨어 
(Gildan Activewear Inc.)는 지난 10년 간 COTTON USA 
인증업체였습니다. COTTON USA 마크를 상품 및 포장에 자랑스럽게 
부착하는 글로벌 브랜드에는 LSTYLE®, American Apparel®, 
Anvil®, Comfort Colors®, Gildan®, GoldToe®, Kushyfoot®, 
Peds®, Secret Silky® 등이 있습니다. 10년의 파트너쉽 기간 동안 
길단은 최상급 품질의 코튼 섬유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길단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회장인 개리 벨 
(Garry Bell)이 매년 미국산 코튼을 망설임없이 선택한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 “미국산 코튼은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제조 
공정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지속가능성: “미국산 코튼은 우리가 아는 코튼 중에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됩니다.” 

3. 노동 관행: “미국산 코튼은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으며 공정한 노동 
기준을 준수합니다.”



신뢰의 10년

우리는 미국산 코튼의 품질과 투자 수익률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코튼에 투자하는 것에 있어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라고 벨 부회장은 말합니다. “
미국산 코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 
코튼은 일관성 있는 품질 및 정확성을 
제공하며,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코튼에서 발견되는 오염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코튼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

”



더 나은 비즈니스를 위한 선택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적 통합 의류 제조업체 중 하나인 길단 (Gildan)
은 최고의 면화를 찾는 것을 포함하여 제조 과정의 모든 단계를 통제 
감독합니다. 미국산 코튼의 일관성 덕분에 길단은 제조 공정의 높은 
효율성을 위한 미세조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OTTON USA와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미국산 코튼을 사용함으로써 길단은 기술, 지속적 
개선 및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투자하여 의류 제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겠다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 

미국산 코튼에 대한 길단(Gildan)의 흔들림없는 선택은 그들의 모든 
기업 브랜드 마케팅 활동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길단이 매년 
발간하는 제뉴인 리스판서빌리티 (Genuine Responsibility™) 
보고서에 미국산 코튼이 등장합니다.  기업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은 일상적 운영을 관리하고 인재, 
환경보존 및 커뮤니티 참여의 우선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15년 
전에 개발되었습니다. 길단의 CSR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산 코튼의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미국의 코튼 재배자들은 지속 가능한 
농법을 실행하며 공정한 노동 정책을 준수합니다. 길단 (Gildan)의 
모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며 매일매일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개리 벨 (Garry Bell) 
부회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산 코튼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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