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개의 병, 1 벌의 청바지 – Levi’s® 브랜드 Waste<Less™ 데님 컬렉션 출시 

 

- 오리지널 청바지 브랜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재활용 병으로 만든 혁신적인 데님 컬렉션을 

출시하다 

 

샌프랜시스코, 2012 년 10 월 16 일 /PRNewswire/ -- Levi's® 브랜드(http://www.levi.com/)는 재활용 플라스틱 병과 

포장 식판 등 쓰레기로 만든 데님 컬렉션을 오늘 출시했다. 모든 Levi's® Waste<Less™ 제품은 청바지 하나당 

소비자가 재활용한 내용물을 최소 20 퍼센트, 평균적으로 12-20 온스 병을 함유한다. Levi's® 2013 년 봄 컬렉션의 

일부로 남녀용 제품이 마련된 Levi's® Waste<Less™ 제품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헌신을 대변한다.  

 

이 보도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산은 http://www.multivu.com/mnr/58600-levis-wasteless-denim-collection-made-

from-post-consumer-recycled-bottle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vi’s 브랜드의 글로벌 회장 제임스 컬레이(James Curleigh)는 "처음부터 우리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 왔다. 쓰레기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우리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결국 사람들이 더 많이 

실행하기를 기대한다” 면서 “이 컬렉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품질, 편안함과 함께 스타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봄 2013 Levi's® Waste<Less 컬렉션은 350 만 개의 재활용 병을 사용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판매될 봄 2013 

남성 제품에는 Levi's® 511™ 스키니 진, 현대적 느낌의 새로운 Levi's® 504 스트레이트 핏 진, 대표적인 Levi's® 

트러커 재킷이 있다. 여성을 위해서는 진보적인 핏을 가진 Levi's® 보이프랜드 스키니 진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될 것이다.  

 

기업의 파트너들이 자체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갈색 맥주병, 초록색 소다병, 생수병, 도시락 통 등 페트 

플라스틱(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모으는 것을 도왔다. 병과 통들은 색깔 별로 분류되어 부숴지고,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만들어졌다.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면 섬유와 혼합되어 전통적인 면사와 같이 짜여지면 

Levi's® Waste<Less 청바지와 트러커 재킷에서 사용되는 데님을 얻을 수 있다. 병의 색깔은 데님 소재의 기본 

색상으로 발현되어 최종 제품에 독특한 마무리를 더한다.  

컬레이는 "이 컬렉션으로 우리는 쓰레기를 모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작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면서 “우리는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더욱 개선시키기를 원한다. 우리는 사람과 지구에게 

좋은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Waste<Less™ 컬렉션은 기업 혁신의 마지막 장에 불과하다. 2009 년, Levi Strauss & Co.는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으로 제품을 세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입지 않는 청바지를 버리지 않고 Goodwill 에게 기부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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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는 "A Care Tag for our Planet"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후 물을 96 퍼센트 절감한 혁신적인 마무리 기술로 

만들어진 Water<Less™를 선보였다. 올해 Levi's® Water<Less™ 컬렉션은 3 억 6 천만 리터의 물을 절약했다. 

또한 기업은 면 재배 과정에서 적은 물과 살충제를 사용하는 더 나은 면화 계획(Better Cotton Initiative)으로 수천 

명의 면 재배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현재까지 LS&Co.는 Better Cotton 을 500 만 벌 이상의 청바지에 

혼합했다.  

 

Levi's® Waste<Less™ 제품들은 2013 년 1 월 전세계 Levi’s®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p 

 

LEVI'S® 브랜드에 대해  

 

Levi’s® 브랜드는 고전적인 아메리칸 스타일과 노력하지 않는 쿨함을 구현한다. 1873 년 Levi Strauss & Co.가 

발명한 후로 Levi’s® 청바지는 수많은 세대의 상상력과 충성심을 사로잡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가장 

많이 모방된 의류 제품이 되었다. 오늘날 Levi’s(R)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의류업계에서는 따라올 상대가 없는 

끊임없는 개척정신과 혁신정신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Levi’s® 브랜드의 주요 진 의류와 액세서리는 

110 개가 넘는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연출하도록 지원한다. Levi’s® 

브랜드, 제품 및 매장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levi.com 을 참조한다. 

 

LEVI STRAUSS & CO.에 대해 

 

Levi Strauss & Co.는 세계 최대 의류회사 중 하나이자 청바지의 세계 선두 기업이다. 기업은 Levi's®, Dockers®, 

Signature by Levi Strauss & Co.™, Denizen® 브랜드 하에 남성, 여성, 어린이를 위한 청바지, 캐주얼, 관련 

액세서리를 디자인하고 판매한다. 제품들은 체인 소매점, 백화점, 온라인 사이트, 2,300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와 

기업 운영 매장을 통해 전세계 110 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Levi Strauss & Co.의 보고된 2011 년 

순수익은 48 억 달러였다. 추가 정보는 http://levistraus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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