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TTON USA 라이센스 스토리:

장수 시데푸 텍스타일(JIANGSU SIDEFU TEXTIL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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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체크:
173만KG:
2017년 시데푸텍스타일의 미국코튼 사용량 173만KG.
전년 대비 28% 증가
290만 달러:
미국산 코튼 섬유 달러 환산액.

전개:
중국의 한 선도적인 브랜드가 미국산 코튼의 함량이 높은 린넨을 최고급
호텔에 공급하기 위해 COTTON USA 라이센스 업체로 가입했습니다.

COTTON USA 라이센스 성과
코튼카운실인터내셔널 (CCI)이 1989년 COTTON USA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이래로 전세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51,000 개 이상의 의류 및 홈 텍스타일 제조 라인이
COTTON USA 라이센스로 등록되었습니다. 50%이상의 미국산
코튼을 함유하여 생산된 제품임을 인증하며 라이센스에 대한
로열티는 무료입니다. COTTON USA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튼카운실인터내셔널(CCI)는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코튼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COTTON USA는 혁신을 마케팅 키워드로 집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객층의 확대를 목표로 CCI는 코튼 함량이 높은
제품을 호텔침구업체들을새로이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량의
미국산 코튼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B2B 판매 전략입니다.
호텔침구업계에서 사용하는 침장, 타월 및 목욕가운은 투숙객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빈번하게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호텔들이 선호하는 제품
호텔침구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새로운 COTTON USA 라이센스
업체로 맞이하려는 노력이 2017년 1월에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중국의 장수 시데푸 텍스타일(Jiangsu SIDEFU Textile Co., Ltd.)
은 스타우드, 힐튼, 인터컨티넨탈 등의 최고급 호텔 여러 곳에 최상급
린넨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호텔 린넨 업계의 선도적인 브랜드입니다.

미국산 코튼의 초기 소비량은 약 382만 파운드, 290만 달러
규모이지만 이번 사례는 COTTON USA기 호텔침구업계에서 새로운
라이센스 인증업체를 유치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성공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OTTON USA
생산라인은 타월, 목욕가운, 베갯잇, 침대 시트, 이불 등을 포함합니다.

전세계가 신뢰하는 코튼
시데푸 텍스타일(SIDEFU)은 젠 스타일을 표방하는 상하이의 부티크 호텔,
칭펑푸샹(Qingfeng Pushang)에 ‘시데푸(Sidefu) X COTTON USA’
호텔 라인을 도입했습니다. 고급호텔들은 100회 이상의 고온 세탁 후에도
품질이 유지되는 린넨을 요구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원단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데푸(SIDEFU)는 호텔과 투숙객들이 믿을 수
있는 탁월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COTTON USA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데푸(SIDEFU)는 미국산 코튼으로 제작된 호텔 컬렉션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도하였으며 중국의 다른 부티크 호텔들도 이 컬렉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두바이 호텔 박람회(Dubai Hotel Fair)
에서 시데푸(SIDEFU) 부스에서 미국산 코튼을 사용한 호텔 컬렉션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므로 시데푸(SIDEFU)의 호텔 컬렉션은 앞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산 코튼의 일관성 및 혁신
시데푸(SIDEFU)는 일관성과 혁신을 위해서 미국산 코튼을
사용합니다. 미국산 코튼의 일관성은 시데푸(SIDEFU)로 하여금 제조
과정에서 탁월한 수준의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상품 구매에
수반되는 비용 및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혁신은 시데푸(SIDEFU)가
생산하는 제품의 특징입니다. 시데푸(SIDEFU)는 공학기술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공학 기술자 팀과 더불어 특허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데푸(SIDEFU)가 제품 혁신에 있어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MAXIMIZE FUNDING
COTTON USA 가 주최하는 행사들은 미국의 수출 증진, 미국 농가
수입 향상 및 미국 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시장 개발
계획의 일환입니다. COTTON USA 의 모든 프로그램은 상세한 시장
조사,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근거로 하여 수립됩니다. CCI
의 COTTON USA 라이센스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의 시장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MAP)이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CCI
대표자에게 연락하세요. 지역별 CCI 대표자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코튼카운실인터내셔널은 고용기회균등법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