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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순환 경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쓰레기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한 
공정에서 남겨진 것들은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매립지로 
보내거나 소각되었던 의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면은 
REFIBRA™ 기술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됐으며 의류 및 홈 제품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셀룰로오스ㅡ 섬유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패션의 비용
패션의 컬러와 즐거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패스트 패션에 대한 욕구는 말그대로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4천8백 만 톤의 섬유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73%는 매립되거나 소각됩니다*.
이 문제는 의류가 제조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의류 및 홈 직물의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용수와 에너지가 소비될 뿐만 아니라, 재단 과정에서 10%~30%의 섬유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들 자투리 조각들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순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처: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 보고서 ‒ 새로운 섬유 경제: 패션의 미래 재설계, 2017년
**출처: 리버스 리소스(Reverse Resources) ‒ 의류 산업은 실제로 얼마나 낭비하는가?, 온라인

매년73% 
섬유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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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새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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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BRA™ 기술을�적용한 
텐셀™ 라이오셀�섬유 

모든 텐셀™ 라이오셀 섬유는 완벽하게 
퇴비화/생분해된다는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원료로 생산된 제품은 다시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의류들도 그 생명을 
다한 후에 철저하게 관리되어 환경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연에서 와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완벽하게 퇴비화/
생분해된다는
인증 획득

REFIBRA™ 기술을 적용한 텐셀™ 라이오셀 섬유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조림에서 수확한 목재 
펄프와 최대 1/3의 펄프 소재 자투리 면을 원료를 
혼합해 생산됩니다. 이들 두 원료 모두 식물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생한 섬유는

100% 바이오 기반입니다.

식물성 소재

효율적인 폐쇄 순환형 생산 공정을 활용하고 
REFIBRA™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텐셀™ 
라이오셀 섬유는 기존의 면 생산보다 

95% 적은 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 효용성을 높이고 
생태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

절감

용수 사용량

95%

품질 보증

스타일과 환경 보호

REFIBRA™ 기술을 적용한 텐셀™ 
라이오셀 섬유는 최종 

“feels right” 
관련 특징
소비자 및 환경에 이익

고유의 물리적 특징들을 통해 REFIBRA™ 
기술을 적용한 텐셀™ 라이오셀 섬유는 
소비자 부문에서 뛰어난 품질, 기능성 및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이들 섬유는 순환의 
이점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량의 자투리 
면을 폐기하는 대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텐셀™ 라이오셀 섬유는 섬유에 
부드러운 느낌을 부여해 민감한 
피부에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피부에 닿는 부드러움

텐셀™ 라이오셀 섬유는 면보다 
효율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연스러운 체열 조절 기능을 
지원합니다.

수분 조절

텐셀™ 라이오셀 섬유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오래 지속되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고강도

생분해 피부에�와 
닿는�부드러움

지속�가능한�생산

식물성�소재

수분�조절 고강도

폐쇄 순환형 
라이오셀 섬유 
생산

제품에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렌징의 특수한 제조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벨류체인에서 긴 공정 단계를 거친 후에도 
REFIBRA™ 기술의 정품 텐셀™ 라이오셀 섬유를 
최종 제품에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환경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브랜드와 
소비자들은 실제적으로 순환 경제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류�생산시�발생

지속�가능한�방식으로 
관리되는�조림에서�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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