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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pel SpA – Operative Warehouse

• Texapel : 설립 이야기 

TEXAPEL S.p.A.는 1970 년 B.S. 처음으로 
미국의 Wildman-Mayer 기계를 Prato에 가
져간 Ermanno Gatti 씨. 

그는 자체 섬유 부서에 투자하고 의류, 가
구 및 신발을위한 직물 컬렉션을 개발했습
니다.



Texapel SpA– Production Department

90 년대 초, 그는 "루프"라고하는 섬유를 다시 포착하
는 혁신적인 기술로 섬유 원형 기계 장비를 수정했습니
다. 이러한 기술은 공장 내에서 구상되고 개발되었습니
다. 

이러한 방식으로 Texapel은 수년에 걸쳐 혁신적인 섬
유 기술의 세계적인 리더가되었습니다. 특히 의류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Circular knitting machines

• 시스템 및 장비 

수년에 걸쳐이 장비는 현재 상당수의 원형 기계 
40 대가 될 때까지 품질과 수량면에서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0 년부터 장비는 새
로운 전자 및 제어 시스템으로 구현됩니다. 편직 
부서의 구조와 기계 수는 단시간에 높은 생산 능
력을 허용합니다.



Needle-punching department 

따라서 단기간에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하는 
대기업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생산 부서는 바늘 펀칭 기계로 혁신적인 장비
를 확장하여 이전에는 결코 달성하지 못했던 직물 고유
의 특성을 수여했습니다.

바늘 펀칭 부서



Designer Office

• 창작 및 디자인

우리 회사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연구와 새로운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특정 부서는 매주 새로
운 품질을 만들어 전 세계 패션 디자
이너와 디지털 수단을 통해 공유합니
다. 
디자이너는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품질을 사용자 정의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피드백과 제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제품 자체
의 특성상 고객의 요청에 따라 48 시간 이내에 맞춤형 프로토 타
입을 개발 한 다음 배송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타일 및 기술 사
무소는 디자인과 품질 측면에서 모든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
다.

Showroom



1. 디지털 트렌드 전망



2. 디지털 트렌드 전망



•   우리의 손님들

최근 몇 년 동안이 회사는 지중해 분지의 일부 의
류 제조업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 직물을 
기성복 제품으로 변환하여 우리가 협력하는 국
제 그룹에 판매 할 수 있습니다.



Wool raw materials

• Raw materials   

이 회사는 원산지 국가에서 직접 원료를 수입합
니다. 뉴질랜드 산 울과 남미 산 알파카 모헤어, 
캐시미어, 실크, 낙타 털 등 기타 귀중한 섬유와 
함께. 모든 공급품은 재활용 GRS 요구 사항과 
RWS와 같은 천연 섬유 지속 가능성 모두에 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합니다.

원료



랩 카딩

• 생산 단계

모든 원료는 염색, 카딩, 편직 및 마감 처리 과정
에서 당사 및 파트너로부터 직접 처리됩니다. 따
라서 전체 생산 프로세스는 기술자의 도움을 받
아 내부 제어 절차에 의해 전적으로 모니터링됩
니다.

Knitting



Stenter machine

칫솔질 기계



• 이태리에서 만듦

우리의 경영 철학은 항상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성 인 Made in Italy 제품을 제공하는 데 기반
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해야 할 일은 제품의 품
질과 스타일 및 패션 콘텐츠를 동시에 무시하지 
않고 매우 경쟁력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데 특별
한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 럭셔리 EcoFurs 컬렉션

실제 모피 금지와 관련된 추세에 따라 2 년 전 
Texapel은 새로운 럭셔리 에코 퍼 컬렉션을 개발했
습니다. 

이 새로운 천연 에코 퍼 라인은 최고 수준의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인증 및 준수 농장에서 생산되는 
귀중한 울, 캐시미어, 알파카, 모헤어, 낙타 및 실크
와 같은 천연 동물 섬유를 사용하여 달성됩니다. 이
러한 선택의 결과는 동물 섬유를 대신 사용하여 실
제 전통적인 동물 모피를 대체 할 수있는 최고 품질
의 제품입니다. 이 마지막 동물은 동물의 계절에 따
라 양털을 깎아서 얻어지며, 폭력을 일으키지 않고 
대신 자연 서식지에서 보호하고 유지합니다. 

"Luxury Ecofurs Collection"은 색상과 디자인 모
두에서 완전히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으며 그래픽 디
자이너 및 기술자와 함께 패턴 아이디어를 제공하
여 제품을 독특하고 알아볼 수있는 것으로 정의합
니다. 



• 박람회 전시회

매년 우리는 파리의 Première Vision, Moscow
의 Munich Fabric Start 및 Textile Salon과 같은 
가장 중요한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