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TTON USA™ 성공담:
2018 차이나 패션 위크

아드리아노 골드슈미드 (ADRIANO GOLDSCHMIED) 와 첸 웬 (CHEN
WEN)과 함께 이뤄낸 데님 혁신

인증업체 및 파트너쉽 기회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귀사의 해당 지역 CCI
대표자에게 연락하세요. 지역별 대표자 목록 보기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코튼, 창의성과 만나다
COTTON USA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차이나 패션 위크 (China
Fashion Week) 에서 2018/19 가을/겨울 데님 컬렉션을 런칭하기
위해 “데님의 대부 (Godfather of Den-im)”로 불리우는 아드리아노
골드슈미드 (Adriano Gold-schmied) 그리고 첸 웬 (Chen Wen)
과 손을 잡았습니다. 브랜드 홍보 및 패션 트렌드 제시를 위한 장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차이나 패션 위크는 미국산 코튼 함량이
높은 혁신적인 데님 의류를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쇼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COTTON USA 가 기울인 모든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라고 안드리아노 골드슈미드
(Adriano Goldschmied)는 말합니다. “제가 차이나 인터내셔널
위크 (China Interna-tional Fashion Week)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패션쇼에서 기술 혁신과 동서양의 디자인 컨셉을
받아들여 전통적인 데님을 보다 스타일리쉬하고 보다 기능적인 소재로
제시하기 위해 첸 웬 (Chen Wen)씨와 함께 작업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파트너쉽

“

차이나 패션 위크 (China Fashion Week)는 제조업체와 디자이너
간의 긴밀한 협업을 위한 장을 제공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국산 코튼 함량이 높은 직물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첸 웬 (Chen Wen)씨는, 디자이너들이 COTTON USA 인증업체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준 COTTON USA 측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전합니다. 이번 데님 컬렉션은 중국의 유수한 데님
업체인 헹 리앙 (Heng Liang)과 어드밴스 데님 (Advance Denim)
에서 제작한 미국산 코튼 함량이 높은 편성물과 우븐 데님 직물을
사용했습니다.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COTTON USA
인증업체로 있으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제품
라인에서 미국산 코튼을 사용해왔습니다”
라고 어드밴스 데님 (Advance Denim)
의 General Manager인 에이미 왕 (Amy
Wang)은 말합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디자이너들의 창의성을 통합하여 고품질
미국산 코튼의 새로운 측면을 선보였습니다.

”

하이패션
이번 행사는 CCI의 WHAT’S NEW IN COTTON™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소개하는 것에 더하여 COTTON USA
가 패션계 종사자들에게 품질과 지속가능성과 같은 미국산 코튼의
장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COTTON USA 인증업체, 정부 관리, 대학의 직물 전공 학생들
및 주요 미디어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약 400 여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CNTAC 회장 Mr. Sun Rui Zhe, 중국 국영의류협회
(CNGA) 부회장 Mr. Yang Jin Chun, 중국패션협회 (China
Fashion Association) 회장 Mr. Zhang Qing Hui, Mr. Mark
Ford, Director of 중국 주재 미 농무부 무역사무소장 (USDA’s
Agricultural Trade Office in Beijing) Mr. Mark Ford 등의
귀빈들도 참석했습니다.

프리미엄 가치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에
기반한 이번 협업은 COTTON USA 가 공급 체인 전체에 제공할
수 있는 프리미엄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COTTON
USA는 방적업체, 제조업체, 브랜드 및 리테일러들이 자격을 갖춘
미국산 코튼 공급자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급 체인
전반에서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업체 및 파트너쉽 기회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귀사의 해당 지역 CCI
대표자에게 연락하세요. 지역별 대표자 목록 보기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