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직물 기술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이 갖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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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ottonusa.org/ko/innovation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 Ipsos 가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들은 일상적인 의류 관련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직물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Ipsos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모니터 (Global Lifestyle Monitor) 조사를 10개국 (중국, 콜롬비아,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태국, 터키, 영국)의 1만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의류 특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약 1/3의 소비자들은 그들의 특정한 니즈를 해결해주는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치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온조절 (34%), 소취 기능(31%), 얼룩 방지 (30%), 및 습기 관리
(29%) 등이 소비자들이 가장 바라는 특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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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다음의 각 의류 특성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더 높은 가격에도 구입한다 같은 가격에 구입한다 중요하지 않은 특성이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취급하기가 용이하다 35% 60% 4%

체온 조절 기능이 있다 34% 59% 6%

쉽게 바래지 않는다 33% 61% 5%

구김이 잘 가지 않는다 31% 63% 6%

소취 기능이 있다 31% 61% 7%

쉽게 얼룩이 생기지 않는다 30% 64% 5%

습도 조절 기능이 있다 29% 64% 6%

유기농 코튼으로 만들어졌다 28% 63% 8%

스트레치 기능이 있다 27% 65% 6%

항균 기능이 있다 27% 63% 8%

마찰에 강하다 27% 65% 7%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 26% 62% 9%

방수 기능이 있다 24% 66% 9%

방풍 기능이 있다 23% 67% 9%



2017년 가을, 코튼카운실인터내셔널 (CCI)은 무역박람회 및 기타 
글로벌 행사에서 “What’s New in Cotton™”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s New in Cotton™” 이니셔티브는 혁신 
기업들이 미국산 코튼을 이용하여 달성한 코튼 기술 발전상을 알리고자 
시작된 CCI의 글로벌 홍보 캠페인입니다. 혁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COTTON USA 브랜드와 함께 소개되어 직물 업체들이 코튼 직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hat’s 
New in Cotton™” 이니셔티브를 통해 소개되는 기술은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의류 속성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님 (Proneem)의 드라이 프로텍트 (Dry Protect™) 
기술은 땀의 불쾌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천연 광물질을 사용하여 
인체에서 발생되는 습기를 흡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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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New In Cotton™” 이 소개한 또 다른 혁신 기업, 라이프 
머티리얼즈 (Life Materials) 는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식물 
추출물을 사용한 자신들의 라이프 내츄럴 (Life Natural)기술을 
통해 코튼 함량이 높은 직물에 오래 지속되는 쾌적함 및 소취 기능을 
실현시켰습니다.

BYR 인터내셔널 (BYR International)이 소유한 솔루셀 에어 
(Solucell Air™)는 원사 내부에 비어 있는 통로를 생성함으로써 코튼에 
공기층을 부여하는 특허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부드럽고 가벼우면서도 
기능적인 코튼 의류 및 홈 텍스타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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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취, 습기 조절과 같은 
섬유 특성을 실현시키는 혁신의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코튼 
고유의 편안함 및 지속가능성과 소비자들이 소망하는 새로운 성능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What’s New in Cotton™”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https://cottonusa.org/innovation 을 클릭하세요. 
앞으로 열릴 무역 박람회 현장에서 COTTON USA 부스를 직접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코튼카운실인터내셔널은 고용기회균등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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