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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은 그의 가장 큰 강점 .

THE COTTON THE WORLD TRUSTS

미국 전역에 10개의 등급분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재배한 모든 코튼에 대해 100% 등급 분류를 실시합니다. 최초로 
100% 등급 분류를 시작한 것도 역시 COTTON USA입니다. 
 
특히 올해 우리 원면등급사무소에서는 약 210만개의 원면 샘플을 등급 
분류했습니다. 각각에는 PBI (Permanent Bale Identification, 
영구 베일 식별) 태그가 부착됩니다. PBI 태그 덕분에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베일을 완벽하게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등급 분류를 
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첨단 장비를 사용하며 담당 기술자들은 오차 없는 최고 수준의 측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장비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등급이 정확한 등급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잡한 
밸런스와 체크 과정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면 등급 분류 장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작업 라인이 최상의 
수준으로 가동 중인지 아니면 기술자의 점검이 필요한 상태인지 판단을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최신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세계의 방적사에게 정확한 등급의 원면을 공급한다는 사명을 갖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품질의 미세한 
차이가 최종적인 의류의 상품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튼의 색깔 및 식물잔여물의 잔존도(leaf content)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스탠다드 박스(Standard Boxes)’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정 등급에 해당하는 코튼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탠다드 박스입니다. 우리의 
전문가들이 직접 식물잔여물 잔존도(leaf content)를 스탠다드 박스에 분류하여 넣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업계 측 
담당자가 와서 설정된 기준을 승인합니다.

투명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신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시장의 구매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코튼이 같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모든 담당자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코튼을 
분류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실시하는 
요소들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뢰야 말로 미국 
코튼업계가 세계 시장에서 탄탄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코튼이 
구매되고 거래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