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nificio Luigi Zanieri Spa 는 1952 년부터 고품질의 팬시원단을 생산해 왔습니다. 판매하는 모든 원단은 완벽한 

자체 생산 공정(염색, 방적 및 직조)을 구비한 PRATO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모든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만족시킬수 있는 높은 품질수준과 적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Lanificio Luigi Zanieri Spa 는 선염원단 생산의 선두주자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광범위한 종류의 SS  및 

FW COLLECTION 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공정은  윤리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00 % 재생성 캐시미어원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우수한 품질의 원단을 생산시 재생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OMBED-SPINNING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중고의류에서 회수한 원단잔여물은 엄선하여 

재사용합니다. 이러한 원재료는 특수 공정을 거쳐 재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산공정을 통해 우수한 원단 

생산이 가능하며 텍스타일 생산시 발생하는 환경폐기물을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2018 년부터 SPINNING 부문 

부서는 GRS (Global Recycle Standard)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원재료 사용량뿐 아니라 에너지 및 용수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대한 약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07 년 이후,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통합된 90kW 태양광 시스템을 공장 옥상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산업용 정수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어 다양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재처리하여 오염 물질이 전혀없는 상태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LANIFICIO ZANIERI S.P.A. 상세한 전략적 분석에 이어, 일본과 한국 시장에서 중/고가 제품을 타겟으로 삼고 

깊이있는 전략분석을 통해 공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위한 국제화 지원을위한 서비스 구매를위한 인센티브"전화-2019 년 12 월 재개 (POR CREO FESR 

2014-2020-ACTION 3.4.2) EU 기금 덕분에 MPMI 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국제화를 목표로 한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LANIFICIO LUIGI ZANIERI SPA 회사는 시장을 겨냥한 상업 침투 프로젝트 "LANIFICIO ZANIERI 

FAR EAST"를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특히, "LANIFICIO ZANIERI FAR EAST"프로젝트는 섬유 부문 

(PREMIERE VISON FABRICS-2019 년 2 월, MILANO UNICA-ed. 2019 년 7 월 및 2020 년 2 월)에서 가장 중요한 

박람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혁신적인 제품 판매 확대를 목표로 일본 및 한국 시장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어와 한국어로 웹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