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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 USA SOLUTIONS®,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16년 가을, 경험 많은 텍스타일 전문 컨설팅 업체인 Triblend 
Consultants 와 Custom Technical Solutions가 방글라데시의 통합 
제조업체에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편직(knitted) 및 방직
(woven) 의류를 유럽 및 미국의 유수한 브랜드 및 리테일러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체는 전통적으로 인도산 코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를 위해서 CIS산 코튼과 미국산 코튼을 구매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코튼은 품질 등급 면에서 유사했으며, 코튼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을 구분해내기 위해 세 가지 코튼 가공에 동일한 기계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용된 세 가지 코튼은 인도산 (Shankar MCU-5), CIS산 (1-1/8”), 
미국산 (Upland 1-1/8”) 입니다. 모두 Ne 30/1 링 스펀 코마사로 방적 
되어 네 가지 색상 (white, pink, navy, navy plus enzyme)의 싱글 
저지 singular knit product로 제조되었습니다.

배경 



통제 절차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세 가지 코튼 믹스에서 기본 섬유 특성의 
유사한 평균값을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였습니다.  모든 
코튼 베일은 해당 업체의 연구실에서 이용가능한 AFIS를 사용하여 
테스트했습니다.

세 가지 코튼 믹스의 섬유 특성 (즉, Nep 의 양 및 사이즈, 짧은 섬유 
수치, 미숙 지수) 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테스트 결과를 타당한 
수준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세 가지 섬유의 
상세 분석 자료는 CCI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생산 및 보관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그 외의 섬유 특성들도 약간의 상이성을 보였으나 
성능상의 차이는 원산지에 근거한 코튼의 품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제 (섬유 품질 및 처리) 조건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실험자들은 성능 상의 차이가 각 원산지 국가 내에서의 개별적 차이라기 
보다는 코튼의 원산지와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코튼의 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산 $0.84/LB., CIS산 $0.92/LB., 미국산 $0.87/LB. 



3가지 코튼의 원사 가공 성능은 기계 작동 중단, 평균 중단 시간 및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 다수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적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섬유 손실 정도가 경제 분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었습니다.

미국산 코튼의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원가는 방적 단계에서 대부분 
만회되었습니다. 

방적 단계에서의 섬유 손실은 인도산 코튼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손실율이 거의 17%에 달했습니다. 방적 후 미국산 코튼은 인도산 
코튼에 비해 파운드당 겨우 1센트 높은 가격에 불과했습니다.

결과 – 원사 가공

100% 미국산 코튼 100% 인도산 코튼 100% CIS산 코튼 

시초가격/파운드. $0.87 $0.84 $0.92

% 섬유 손실 14.63% 16.96% 13.65%

방적 후 가격/파운드당 $1.02 $1.01 $1.06



제편, 염색, 마감 단계를 거친 후의 미국산 코튼은 오히려 가장 가격이 낮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염색 및 마감 단계에서 인도산 및 CIS 코튼의 섬유 손실은 현저하게 확인되었고 
마감 후 미국산 코튼의 파운드 당 가격은  인도산 코튼보다 오히려 3센트 
낮았습니다. 

결과 – 원사 가공

100% 미국산 코튼 100% 인도산 코튼 100% CIS산 코튼 

방적 후 가격 $1.02 $1.01 $1.06

제편 섬유 손실 $0.00 $0.01 $0.01

염색 및 마감 섬유 손실 $0.01 $0.04 $0.03

마감 후 가격/파운드당 $1.03 $1.06 $1.10

BROUGHT TO YOU BY:



COTTON USA의 전문가 그룹은 세계 각지의 100여 개
방적공장을 방문하여 이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우리의 
파트너사들이 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TTON USA SOLUTIONS® 프로그램. 더 보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귀하가 속한 지역의 담당 CCI 대표에게 
연락하세요.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CI is an equal opportunity employer and provider.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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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직물에서 미국산 코튼의 내구성 이점에 대한 평가

편성물 /의류 제조 시 미국산 코튼을 사용할 때 얻게 되는 섬유 처리 이점에 
대한 평가

터키 공장의 검사 절차 수정으로 인해 파운드 당 7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편직물 및 의류 제조 시 미국산 코튼 함량이 높은 원사를 사용할 경우 얻는 
기술 및 경제적 이득

다양한 COTTON USA MILL STUDIES 열람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