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조사를 통해 미국산 코튼이 
선호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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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2017년 봄, Cotton Council International (CCI)는 전세계의 방적공장 및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코튼을 비교했을 때 미국산 
코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했습니다. 2019년 5월과 6월, CCI는 
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3자 조사기관에 의해 실시된 2019 년 조사에서는 미국산 코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구매 결정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243
개 방적공장 및 제조업체의 대표자들과 접촉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은 17개국 출신이었으며 여기에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국, 중남미, 중부유럽 등 세계 최대 6개 구매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매 요인의 중요도 (% 상위 두 가지 요인)  2017 2019

품질 84% 88%

상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73% 83%

오염도 69% 81%

가격 78% 81%

효율성 극대화 62% 74%

계약 충족 68% 66%

지속가능성  47% 60%

리드타임 51% 59%

원산지 국가 49% 54%

PBI 베일 태그 32% 42%

코튼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품질.

응답자들은 그들의 코튼 구매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첫번째로 받았습니다. 2017년 조사와 유사하게 
글로벌 방적공장 및 제조업체들은 품질 (88% 가장 중요한 상위 요인 두 
가지)과 가격 (81%) 이 가장 중요한 구매 요인이라고 답했으며 이 두 요인 
모두 그 중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상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83%)와 오염도 (81%)의 정도가  크게 증가하여 두 가지 요인 모두 80%
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2017년 이후로 중요성이 증가한 다른 요인으로는 
효율성 극대화 (74%), 지속가능성 (60%), 그리고 리드타임 (59%)이 
있습니다. 



브랜드 및 리테일러들 사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속가능성. 

방적공장 및 제조업체들에게 있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그들의 고객, 글로벌 브랜드 및 리테일러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에게 있어 각각의 요인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하라는 
질문에서 지속가능성은 83%에게, 추적가능성은 76%에게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 2019

0%

10%

20%

30%

40%

50%

60%

70%

80%

66%

90%

100%

67%

44%
52%

77%
83%

77% 76%

BCI 오가닉 지속가능성 추적가능성



전세계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미국산 코튼에 대한 선호도   

세계 각 지역의 방적공장 및 제조업체들이 계속해서 미국산 코튼을 
선호하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세계 
방적공장 및 제조업체 중 절반 이상이 미국산 코튼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산 코튼이란 응답의 네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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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코튼이 선호되는 이유는 신뢰성  

본 조사에서는 방적공장 및 제조업체 대표자들에게 미국 다음으로 큰 코튼 
수출 지역인 브라질, 호주, 인도 및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코튼과 비교하여 
미국산 코튼의 평판이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미국산 원면에 대해 다른 지역산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예상한 대로” 라는 항목에 훨씬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미국면과 호주면은 “고품질”과 “저오염도” 부분에서 훨씬 더 
선호한다고 선택되었다.

코튼 생산지  미국 브라질 호주 인도 아프리카 

신뢰할 수 있음 65% 23% 56% 5% 11%

높이 평가됨 64% 17% 53% 4% 12%

믿을 수 있음 63% 21% 55% 5% 11%

낮은 오염도 63% 28% 59% 5% 12%

높은 품질 57% 23% 62% 6% 18%



결론

급변하는 코튼 무역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코튼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코튼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 방적공장 및 
제조업체들이 미국산 코튼을 선호하는지, 왜 미국이 코튼 섬유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는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코튼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산 코튼이 누리는 긍정적인 평판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관세 및 다른 무역 장벽들이 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세계가 신뢰하는 코튼(The 
Cotton The World Trusts)’이라는 문구 그대로 미국산 코튼이 누리는 
좋은 평가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코튼에 관한 상세 정보를 위해 COTTON USA 대표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COTTON USA 인증업체 가입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CI 는 기회 평등을 준수하는 고용주이자 제공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