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식회사 케이오에이 | address . G307 HEYGROUND 5, Ttukseom-ro 1na-gil,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4779
| email . lecashmere@koacompany.com | tel . 82.2.588.0880 | offical website . lecashmere.co.kr

le cashmere
Wholesale 
Order Guide
르 캐시미어 홀세일 오더 가이드



| 주식회사 케이오에이 | address . G307 HEYGROUND 5, Ttukseom-ro 1na-gil,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4779
| email . lecashmere@koacompany.com | tel . 82.2.588.0880 | offical website . lecashmere.co.kr

임팩트 비즈니스 리더, 케이오에이(K.O.A)가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 르 캐시미어(le cashmere)는
매일, 오래 간직하고 싶은 100% 퓨어 캐시미어 브랜드입니다.

 Reasonable Price
몽골의 세계적인 최상급 캐시미어 생산지의 농장과 독자적 파트너십을 맺어 중간 비용을 없애고, 
원료의 가공/세척/염색/스피닝 등의 모든 제조를 원스톱으로 이뤄 냄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ne & Only Design
이태리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하여 캐시미어의 소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미니멀한 디자인에 유니크한 감성을 더하였습니다.
 

High Quality
르 캐시미어의 모든 제품은 프랑스 연구기관 AVSF가 인증한 가장 가늘고 긴 100% 몽골산 최상급 캐시미어
(평균 16microns, 41mm)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ustainable Cashmere
국제기구(UN, ADB)와 함께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캐시미어 인증제도(Certificate of Sustainable Cashmere)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동물 친화적, 친환경, 윤리적 캐시미어 생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케이오에이 | address . G307 HEYGROUND 5, Ttukseom-ro 1na-gil,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04779
| email . lecashmere@koacompany.com | tel . 82.2.588.0880 | offical website . lecashmere.co.kr

Soft Comfortness
 몽골은 고품질의 캐시미어를 생산하기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가지
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염소의 거친 털들 사이로 얇
고 보드라운 털이 몸 안쪽으로 빽빽이 자라나고, 겨울이 지나면 이 털들
은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때 빠진 얇은 솜털이 캐시미어의 원료가 됩니다. 이 때문에 연교차
가 큰 몽골의 캐시미어는 타 지역의 캐시미어에 비해 월등히 포근하
고 부드럽습니다. 

Small Luxury
 몽골에서 채취하는 캐시미어의 섬유는 평균적으로 15.5~16.5 직경
에 40~45μm 의 길이를 가지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캐시
미어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로부터 1년간 얻는 캐시미어는 단 500g 뿐이지만 캐시미
어 스웨터 한 장을 만드는 데는 염소 대여섯 마리의 털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몽골에서 캐시미어 털을 얻는 작업은 저절로 탈락된 털들을 빗
질로 일일이 걷어내어 채취하기 때문에 동물 친환경적이며, 많은 시간
과 정성이 필요한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몽골의 캐시미어는 의류
에 이용되는 소재 중에 최고급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Mongolia Cashmere - Raw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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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Cashmere - Raw Material

Sustainable Cashmere
le cashmere는 AVSF (Agronomes et Veterinaires sans Frontieres) 
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캐시미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캐시미어 Sustainable Cashmere 란,

1) 친환경 목초지 관리를 통해 산양에게 양질의 품을 제공하고 동시
에 사막화를 방지하며,
2) 동물 친화적 동물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빠지
는 털만 채집하고,
3) 품질 중심 산양의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는 생산자 품질 교육으로 최
상급 원료만 생산하며,
4) 생산자와의 동반성장 캐시미어 생산자의 안정적 수매를 보장하고, 
브랜드 창출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최고급 캐시미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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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Mongolia Cashmere is the best?

 몽골에서 생산되는 캐시미어 원모는 중국산보다 10~15% 더 길어서 고급 제품 생산에 적합하며, 캐시미어 최대 생산국이자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서도 고품질의 몽골산 캐시미어를 상당량 수입하여 중국산과 혼합하여 생산에 사용합니다. 몽골산 캐시미어는 섬유의 길이와 균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몽골에서 생산되는 캐시미어 원모들은 유명 캐시미어 브랜드들의 가공공장이 있는 유럽으로 많이
수출되는데 그 비중은 이탈리아 약 80%, 영국 17%, 스코틀랜드와 다른 나라가 3~4% 정도입니다.

 로로피아나, 말로, 브루넬로쿠치넬리와 같은 럭셔리 캐시미어 브랜드들이 몽골산 캐시미어 원료를 고집하는 데에는 그만큼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
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 국가인 몽골은 캐시미어 운송에 드는 물류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캐시미어를 위
한 브랜드들의 일념은 한결같이 중국산이 아닌 몽골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캐시미어 고급 제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탈리아나 영
국, 스코틀랜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급 제품들이 모두 몽골의 고급 캐시미어 원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le cashmere의 몽골 생산 파트너십 공장은 35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양질의 캐시미어 원료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
라를 갖추었기 때문에 유럽의 유명 캐시미어 공장들의 퀄리티에 전혀 뒤지지 않으면서도 훨씬 낮은 가격에 최고급 캐시미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
니다. le cashmere의 몽골 생산 파트너십 공장은 몽골을 대표하는 캐시미어 회사로써 고객 및 거래처와의 신뢰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최근 중국산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중국 공장이나 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캐시미어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털 등과 몰래 섞어 캐시미어 100%라고 공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le cashmere는 ISO 9001과 ISO/IEC 17025, 50가지가 넘는 몽골의 MNS 기준에 맞춰 최고급 품질의 캐시미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고객들에게 순도 100%의 엄선된 캐시미어만을 공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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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1천5백여 톤의 캐시미어 원료 핸들링 가능

" 케이오에이(대표 유동주)가 몽골 캐시미어 원료 회사인 '항복드 캐시미어(KHANBOGD CASHMERE LLC)'와 
이달 1일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항복드 캐시미어'는 몽골 캐시미어 원료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곳
으로, 몽골 21개 아이막(한국의 도(道)에 해당) 전역에서 연간 약 1천5백여 톤의 캐시미어 원료를 핸들링한다. 
유명 몽골 캐시미어 브랜드 '고비(GOBI)'도 이 회사의 원료를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두 회사는 공동으로 실, 완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몽골에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케이오에이'
는 몽골 남서부 한 개 아이막에서 세 개의 생산자 조합과 함께 1년에 약 2톤가량의 친환경 캐시미어를 생산해 
자사가 전개하는 브랜드 '르 캐시미어'에 사용해왔다. 이번 계약 이후 케이오에이는 브랜드 사업과 더불어 원
료, 원사 에이전트 사업도 병행하게 된다. 동시에 몽골 전역에서 UN(국제 연합),  ADB(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들과 함께 친환경, 동물 친화적 방식으로 캐시미어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회사 유동주 대표는 "현재 국제기구와 협의 중인 '지속가능 캐시미어 인증제도'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 브랜
드들이 오가닉 코튼 인증 제도처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채취한 캐시미어를 선호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어패럴뉴스

케이오에이, 몽골 최대 캐시미어 원료회사와 라이선스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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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aired Cashmere
le cashmere의 몽골 생산 파트너십 공장은 전 세계 여러 캐시미어 생
산업체들에게 몽골 전역에서 채취한 최고 품질의 캐시미어 원모를 공급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27기의 TORIGOE 설비를 바탕으로
연간 300~350톤의 캐시미어/카멜 울 원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Textile
몽골에서 가장 뛰어난 캐시미어 생산업체인 le cashmere의 몽골 생산 
파트너십 공장은 최초로 고품질의 친환경 100% 캐시미어 원단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의 le cashmere 캐시미어 원단들은 클래식
한 컬러에서 비비드 한 컬러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Haired Cashmere / Textile

|   원료와 원단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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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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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의 퀄리티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경력
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들이 원사의 퀄리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 le cashmere의 몽골 생산 파트너십 공장은 팬톤 컬러에 맞는 다양
한 컬러의 원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le cashmere의 몽골 생산 파트너십 공장은 캐시미어, 카멜 울, 야
크 울, 실크 블랜디드의 원사를 스피닝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산된 원사의 퀄리티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이탈리아산 기계를 갖
춘 연구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OekoTex, REACH, ISO 9001 등의 인증
을 받은 스위스, 이탈리아산 염색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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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garment 

홀가먼트 기계의 작동원리

- 본래 니트웨어는 옆 솔기, 어깨 솔기, 소매 및 부분, 앞단 부분 등 디자
인에 따라 각 부분을 따로 제작한 후, 봉제에 의해서 연결되는 시스템입
니다.

- 반면에, 홀가먼트 (무봉제) 편직기계는 디자인을 입력하면 한 번에 
제품이 인쇄되는 3D 프린터와 비슷한 작동원리를 사용합니다.

- 편직기계에 특정 디자인 (스타일, 사이즈, 색상 등)을 입력하면 편직
기계 내에서 한 벌의 옷이 완성되는 시스템으로, 봉제 과정을 거치지 않
고 편직기 내에서 모든 공정이 끝나게 되는 완전한 형태의 니트웨어 생
산 과정입니다.

- 컴퓨터 제어에 의해 전 공정이 관리되기 관리되기 때문에 스팟 생산이 
가능해지며,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과 반응 생산,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수
량만큼 생산하는 QR (quickresponse) 시스템의 실현을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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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histicated Design
Giorge Spinna, Sybilla 등 유럽의 유명 디자이너들 과의 컬레버레이션         
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Cutting-edge Knitting Technology 
최신식 독일 니팅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해 300,000pcs 가 넘는 니트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3.5G, 5G, 7G, 12G, 16G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게이지(G)가 높을수록 가는 번수의 실이 사용됩니다. 
매년 100가지가 넘는 새로운 니팅 페턴(Stitche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Finishing Technology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피니싱 기술을 도입하여 니트의 페턴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고 부드러움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제 기준에 의거하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 Soft hand feel, Pilling)

- 

 
-  

- 

- 

- 

-

 le cashmere의 몽골 생산 파트너십 공장에서는 일본, 독일, 이탈리
아, 스웨덴, 중국, 네덜란드에서 들여 온 최신식 설비들을 바탕으로 다
양한 종류의 우븐 제품을 생산합니다. 또한 48~200수의 소모사와 
1/14.5s, 2/26s, 1/18s, 2/16s, 1/11s, 2/11s의 방모사를 이용하여 매
해 250,000m 상당 길이의 우븐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븐 제품은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
이며,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WOVEN PRODUCT TYPES : 
- Cashmere, camel wool and yak down thick and thin blanket
- Woven scarf, shawl and throw
- Light weight scarf, shawl and printed shawl with fine yarn
- Textile and fabric for the traditional costumes, jacket and coat
- Lama’s outer garment and belt 
- Hand made Pashmina

Knitwear W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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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Guide

1.   Wholesale Order Process
•  상품의 오더시트 및 작업지시서 
- 제작을 원하시는 제품의 디자인 스케치와 스펙 시트, 작업지시서를 주시거나 le cashmere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일에서 선정합니다.
  (고유의 디자인 스케치 및 스펙 시트를 주지 않고 le cashmere의 스타일에서 선정 시 부분 스펙만 변경 가능) 
- 색상의 경우 le cashmere의 컬러북을 참고하시어 선택해주시고, 현재 선택한 컬러의 원사 및 원단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소 주문 수량 (Minimum Order Quantity)
- 만약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컬러의 원사로 제품 제작 시 컬러당 원사의 최소 생산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솔리드 컬러 (Solid Color) : 100kg  / 멜란지 컬러 (Melange Color) : 150kg
  (12G 기본 베이직 니트의 경우 보통 한 피스당 무게 200~250g)
- 재고가 있는 컬러로 제작 시 최소 주문 수량은 한 사이즈/컬러/아이템당 5pcs 입니다.
  (예시 : 블랙 컬러 / 베이직 니트 S=5pcs, M=5pcs, L=5pcs)

•  리드타임
- 새로운 상품 주문 생산 시 리드타임은 제작 난이도와 주문 스타일의 수에 따라 상이하며 약 6-12주가 소요됩니다.
-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오더에 대해서는 최소 주문 수량이 없으며 리드타임은 영업일 기준 3-5일 입니다.

•  부자재
- 자체 브랜드 라벨로 제품 생산 시 필요한 라벨, 행택 등의 부자재류는 발주 후 14일 내에 le cashmere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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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mple Order
•  상품의 오더시트 및 작업지시서
- 컬러, 사이즈 스펙, 두께(게이지), 소재 등 구체적 상품정보를 포함한 오더시트 및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색상의 경우 le cashmere의 컬러북을 참고하시어 선택해주시고, 현재 선택한 컬러의 원사 및 원단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리드타임
- 샘플 제작에 소요되는 리드 타임은 제작 난이도와 스타일의 수에 따라 상이하나 한 스타일 기준 대략적으로 3-6주가 소요됩니다.

•  가격
- 샘플의 최종 견적가는 샘플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산정되며, 통상 제품 원가의 약 1.5배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Order Confirmation
•  견적서 송부
- 최종 오더를 확정하시게 되면 견적서를 송부해드리며, 오더 발주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예상 납기일을 알려드립니다.
- 오더의 견적가는 스타일의 복잡성 및 수량, 제작에 들어가는 캐시미어의 양에 따라 달라지며 오더 시점의 환율 등의 요소가 고려됩니다.
- 오더가 확정되면 le cashmere의 지불 조건에 의거하여 선금을 송금해주시면 발주가 진행되며, 입금일 기준으로 납기일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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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yment

•  최종견적가액기준 ₩100,000,000 (일억 원) 이하의 오더의 경우 지불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더 확정 후 최종 견적서를 확인하시고, 최종 견적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선지급해주시면 발주가 진행됩니다.

-  제품 생산이 완료되고 난 후 선적 전에 잔금 60%를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나면 즉시 선적 및 납품이 진행됩니다.

•  최종견적가액기준 ₩100,000,000 (일억 원)을 초과하는 오더의 경우 지불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더 확정 후 최종 견적서를 확인하시고, 최종 견적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선지급해주시면 발주가 진행됩니다.

-  제품 생산이 완료되고 난 후 선전전에 잔금 70%를 현금으로 지급하시거나 어음을 발행해주시면 즉시 선적 및 납품이 진행됩니다.

•  Stock Order

-  le cashmere 내부에서 이미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Stock 오더의 경우 선적 전 100% 금액을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  샘플링의 경우 샘플 제작이 완료되고 난 후 샘플사의 10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셔야 즉시 선적 및 납품이 진행됩니다.

•  통관 및 배송 등 납품 전 과정은 대행을 해드리며, 최종 견적가액에는 관세 및 부가세, 운송 및 통관비용이 포함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과 몽골 간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아 통관 시 수입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율은 제품 종류에 따라 8~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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