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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HILLCLASSIC FLANNEL ASCOT CLASSIC SHERRYALPACA CASHMERE Pure Opulence

KR

Holland & Sherry의 Swan Hill 
컬렉션은 15.5 마이크론 메리노 
울과 비슷한 마이크론의 
캐시미어를 혼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럭셔리한 혼합은 2/2 트윌 
구조로 짜인 90/2nm 번수로 
방적되어 전통적인 마감처리로 
마무리됩니다. 완성된 옷감은 
풍부함과 조심스러운 손길로 
다뤄진 진정한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컬렉션은 호주 
남동부의 머레이 강  
(River Murray)과 로던 강  
(River Loddon)사이에 위치한 
스완 힐 (Swan Hill) 지역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인 토머스 미첼 경  
(Sir Thomas Mitchell)이 야생 
백조 무리 근처에서 캠핑을 하다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식량의 
원천이자 물 공급지로 멀리서 
이주민들을 끌어들였고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메리노 

양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양모를 생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고 
부드러운 양모 생산지로 
유명해졌습니다. Holland & 
Sherry는 안목을 갖춘 고객을 
위해 이 컬렉션을 디자인하였고, 
캐시미어의 진수와 품질 좋은 
메리노 울은 품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세련미와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줄 것입니다.

최신 Classic Flannel은 클래식과 
컨템포러리한 솔리드 컬러가 
혼합된 컬렉션으로 다양한 
중량과 퀄리티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컬렉션은 소모 스피닝 
시스템으로 방적된 원단을 
빗질한 플란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방모 플란넬과는 달리 빗질한 
플란넬은 기모가 적고 내구성이 
강하며 중량이 가벼워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빗질한 플란넬은 양모 윗부분을 
금속 톱니 롤러로 빗질하여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짧은 
섬유는 제거되고 주된 길이가 긴 
섬유만 남게 됩니다. 

이 섬유는 다시 빗질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런하고 서로 평행이 

됩니다. 그 후 원사로 방적되어 
옷감으로 만들어지며, 마지막 
공정인 밀링(Milling)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됩니다. 
밀링은 섬유의 표면을 비비거나 
두드려 옷감을 부드럽고 
보송보송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천을 조심스럽게 잘라 균일한 
질감을 형성시켜줍니다. 
플란넬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웨일즈 사람들은 
플란넬과 비슷한 원단을 16세기 
초 웨일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란넬 원단은 편안하고 따뜻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레이프 및 주름 복원 
성능이 우수하여 추동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원단 중의 
하나입니다.

Holland & Sherry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럭셔리한 100% 울 소모 
컬렉션인 Ascot Classic은 
클래식한 컬러와 건 클럽으로 
칭해지는 체크 그리고 글렌 체크 
디자인과 함께 새롭고 현대적인 
윈도우 페인 체크로 
구성되었습니다. 

Ascot 컬렉션은 컨츄리 뿐만 
아니라 시티 룩에도 이상적인 
원단이며, 전통적이면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옷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 입니다.

컬렉션의 장점

• 2/2 트윌로 짜인 원단으로 
독특한 바디감과 따뜻함 그리고 
안정성을 줍니다.

• 20.5 울 마이크론을 사용해서 
강도와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 경사, 위사 모두 새로운 60/2 
메트릭 원사를 사용하여 균형 
잡힌 손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280grm의 중량으로 사계절용 
자켓에 적합하며 연중 
착용하기에도 이상적입니다.

• 이러한 장점을 인해 쉽게 옷을 
제작할 수 있으며 착용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컬러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Sherry 
Alpaca Jacketing 원단 컬렉션은 
Holland & Sherry가 독점적으로 
디자인한 컬렉션입니다. 

양모와 알파카 그리고 실크를 
정교하게 혼합하고 2/2 트윌 
구조로 제직하여, 독특한 손맛과 
맛깔스런 바디감 그리고 아름다운 
드레이프성을 갖춘 럭셔리 
컬렉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색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 컬렉션에서는 
색감에 많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평소 잘 의식하진 못하지만 평소 
입는 옷의 색감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옷의 색감은 분위기, 행동 양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번 
컬렉션에서 사용된 색상들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기도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 선택하게 되었고 더 즐겁게 
입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플레인 컬러의 조합으로 시티 
또는 캐쥬얼 그리고 컨츄리 룩에 
어울리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Alpaca Fibres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중량이 가볍고 자연스러운 
광택이 납니다..

• 미세한 공기 포켓이 들어 있어 
추운 날씨에는 열을 차단하여 
주고, 더운 날씨에는 통기성이 
있어 몸이 시원하도록 해 
줍니다.

• 에어 포켓이 있어 전반적인 
섬유의 중량을 줄어들어 
양모보다 부피가 적습니다. 

• 부드럽고 매끄러움이 특징이며, 
착용하기가 매우 편하고 
고급스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캐시미어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 
귀족들에 의해 처음 착용되었으며 
이후 고급 섬유 중 가장 특별한 
섬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벼운 
하이 로프트 섬유가 결합되어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이 직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캐시미어는 가장 고급스런 
손맛으로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최고급 내몽고 
캐시미어입니다. 순백의 
원료로부터 아주 특별하고도 
선명한 색상의 캐시미어가 
생산되는데, 이러한 특별한 색상 
중의 일부를 바로 이 위엄이 넘치는 
컬렉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컬렉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캐시미어는 궁극적으로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섬유가 
특징인데, 적은 양, 작은 

중량으로도 자연스런 단열효과를 
냅니다. 

그 중 일부를 Holland & Sherry의 
Cashmere Pure Opulence 
컬렉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캐시미어는 수분 함량이 높고 
공기중의 상대적 습도에 따라 단열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기후에 
적합합니다.

가장 좋은 섬유는 캐시미어 염소의 
안장에서 모을 수 있습니다. 
캐시미어 섬유는 봄에 캐시미어 
염소의 털을 신중하게 빗어서 아주 
소량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캐시미어 섬유는 일반적으로 평균 
14~17 마이크론 정도로 미세하여, 
이러한 캐시미어로 만든 원단은 
착용하기에도 훌륭할 뿐 아니라 
고급스럽기까지 합니다. 캐시미어 
원단을 통하여 부드러운 터치감, 
자연스러운 광택 및 절묘한 
드레이프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Luxury Super 160’s Worsted with CashmereWool Worsted-Flannel Plains Luxury Worsted Jacketing Luxury Wool with Alpaca and Silk Luxury Woollen Spun Cashmere J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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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IESWEAR CAPE HORNCASH CORD CHEQUERSLUXURY VELVET INTERCITY

HS 1718A | Suiting | Various weights

CORDUROYS & MOLESKIN

고급스런 실크, 반짝이는 루렉스 
그리고 생기에 넘치는 코튼으로 
코디된 다채로운 색상의 트위드는 
어떠한 상황에도 잘 어울리는 원단 

컬렉션입니다. 상호 호환성이 있는 
이 여성 컬렉션은 바쁘게 일하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우먼들을 위한 
최고의 컬렉션이 될 것입니다.

Cape Horn 컬렉션은 남미 
파타고니아 (Patagonia) 인근 
지역에서 수입한 고급 Merino 
Wool로 제직하였습니다.  
파타고니아 계곡은 물이 깨끗하고 
초목이 풍부하여 메리노 양의 
이상적인 서식지로 이 곳에서 더 
깨끗하고 강한 양털 섬유를 
생산합니다.

Holland & Sherry의 명불허전 
인기 컬렉션인 Cape Horn은 
맞춤용 클래식 수트를 위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컬렉션의 장점

• 2/2 트윌로 제직되어 우수한 
드레이프성과 균형 잡힌 
조직감을 제공합니다.

• “S” 트위스트의 64/2의 새로운 
메트릭사로 짜여 부드러움이 
배가되었습니다.

• 파타고니아의 온화한 기후에서 
생산된 양모는 오염과 극심한 
햇빛에 노출되지 않아서 울의 
강도가 최고입니다.

높은 수준의 럭셔리를 원하는 안목 
있는 사람들을 위한 Cash Cord의 
캐시미어는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운 광택을 제공합니다. 
코듀로이 원단의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가는데, 프랑스 왕실에서 
많이 이용된 직물로 프랑스어 
꼬르드 뒤 루아(corde du roi, 
임금의 밭이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Cash Cord는 
이름처럼 특수하게 꼬인 실을 
방적한 코듀로이와 실크처럼 
부드러운 캐시미어를 혼합하여 
서로 평행하게 엮어 Cash Cord 
만의 독특한 골지 효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골지는 다시 커팅되어 
다양한 양의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독특한 파일을 만들어 
터치감과 착용감이 좋은 럭셔리한 
질감의 원단이 됩니다.

코듀로이 원단의 골은 기술적으로 
웨일즈(wales)라고 알려져 있으며 1 
인치 내에 있는 웨일즈의 수가 골의 
크기를 결정하고 코듀로이를 
식별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결정합니다.

이 컬렉션에서는 은 8 웨일즈 
코드와 12 웨일즈 코드, 2가지 
코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8 
웨일즈 코드는 일반적으로 점보 
코드라고 알려져 있으며 12웨일즈 
코드는 스탠다드 코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퀄러티에 
캐시미어를 가미함으로써 독특한 
손맛과 고급스런 드레이프성을 
더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퀄리티 
모두 비공식적인 특별한 럭셔리 
드레스 코드를 위한 궁극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Chequers는 17마이크론의 Saxon 
Merino Wool로 제직한 현대적인 
체크 디자인 컬렉션입니다.

색상과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고 
완벽한 플란넬 마감 처리를 한 이 
컬렉션은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플란넬 마감은 옷감을 밀링
(milling)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밀링은 옷감 안쪽의 원사 섬유를 
키우는 과정으로 원사 섬유를 
부드럽게 펼쳐지게 하고 옷감 
표면을 뒤덮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옷감 표면을 
정리하여 더욱 정돈된 느낌의 
부드럽고도 튀지 않는 칼라로 
탄생합니다.

다양한 체크 디자인이 광범위한 
창의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믿고 
선택되었는데, 이 컬렉션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컬렉션은 

다양한 체크 패턴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고 섬세한 멜란지 
색감은 디자인과 완벽하고 
독특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안목 
있는 당신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본 컬렉션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단색 원단과 Bouclé 장식의 
플란넬을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플란넬은 
멋있고 부드러우며 촉감이 좋아 
착용하기 쉽고 드레이프성 및 
주름 복원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컬렉션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특성을 
구현했으며 이 원단으로 
만들어질 당신의 옷은 당신에게 
아름다움, 부드러운 촉감과 
섬세함을 경험하게 해줄 것 
입니다.

벨벳의 럭셔리한 부드러움은 
기품과 교양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벨벳은 산업용 직기 출현 이전에 
매우 구하기 힘든 값비싼 
옷감이어서 귀족들만이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벨벳은 
여전히 생산하기 어렵지만 현대 
직기 덕분에 공정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별한 직기를 사용하여 만든 
벨벳은 이중직의 조직으로 
제직하는 원단으로, 두 표면이 

서로 위사로 연결되고 서로 맞대어 
함께 잇고 두 겹의 직물 중간을 
칼로 커팅하여 깨끗이 분리시켜 
만듭니다.

Holland & Sherry의 Luxury 
Velvet 컬렉션은 화려한 퍼플, 레드, 
블루, 마론, 모브 그리고 페르시안 
블루를 포함한 호화로운 색상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색상의 폭넓은 
선택은 당신에게 맞는 색상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Intercity Suiting 컬렉션은 ‘핸드 
메이드’라는 퀄리티와 오래 입을 
수 있는 ‘내구성’이라는 실용성을 
결합한 비즈니스 환경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였습니다.

본 컬렉션은 영국 전통의 중후하고 
클래식한 Suiting Line입니다.

원단은 경사와 위사 모두 60/2nm
의 안정된 2/2 트윌로 제직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원단에 
바디감과 꽉 채워진 충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퀄리티는 내구성과 훌륭한 
드레이프성으로 인해 맞춤 
원단용으로 적합합니다.

전통적인 시티 수트는 보통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켓과 바지, 즉 투 피스 수트.

양복 조끼는 스마트한 근무 환경 
또는 중요한 미팅을 위한 선택 
품목입니다.

Intercity 컬렉션에는 클래식한 
네이비와 그레이 컬러로 된 
다양한 종류의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있습니다. 퍼플 
스트라이프에 가지색과 같은 
현대적 칼라는 선택의 폭을 넓혀 
줍니다. 이 컬렉션은 글렌 체크, 
샥스킨, 버드아이, 헤링본 등을 
포함한 다른 디자인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A Capsule Wardrobe Super 100’s Wool Worsted with Cashmere Super 130’s Saxon Merino WoolWool Worsted Suiting

Corduroys

새로운 Corduroys 컬렉션은 
다양하고 친숙한 새로운 원단을 
선보입니다.

코듀로이는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Holland & Sherry 180년 역사상 
처음으로 코튼에 2%의 엘라스틴을 
가미하여 만든 새로운 코튼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엘라스틴은 편안함과 견고함 그리고 
내구성을 갖추었고 무엇보다도 
탄력성이 우수합니다. 2% 
엘라스틴이 혼합된 원단으로 만든 
의류는 착용 중과 착용 후에도 
원래의 형태가 유지됩니다.

코듀로이만의 특수한 외형은 
특수하게 꼬인 섬유를 방적하고 
나서 서로 평행하게 직조하여 
고유의 골지 효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얻어집니다. 

골지는 다시 커팅되어 다양한 양의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독특한 
파일을 만들어 터치감과 착용감이 

좋은 럭셔리한 질감의 원단이 
됩니다. Corduroys 컬렉션은 
캐쥬얼 웨어로도 이상적이지만 
편안한 비즈니스 복장에도 
적합합니다.

Moleskins

이 컬렉션은 다양한 중량과 색상의 
몰스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몰스킨은 높은 밀도의 위사와 
경사로 제직하고 나서 한쪽 면의 
기모를 깎아 짧고 부드러운 파일 
효과를 준 두꺼운 코튼 원단입니다. 

몰스킨 의류는 부드러움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아웃도어 복장에 적합합니다.

우리의 고품질 100% 코튼 몰스킨 
컬렉션은 클래식한 뉴트럴 색상과 
더불어 가을 밤색깔과 클래식한 
로밧 칼라(잿빗이 도는 초록색)가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