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o Tinto와 Chow Tai Fook로부터 승인 받은 JNA Awards 2017 

(홍콩 2016년 10월 31일 PRNewswire=연합뉴스) Rio Tinto Diamonds와 Chow Tai Fook Jewellery 

Group이 보석 및 원석 산업에서 큰 기대를 모은 JNA Awards 2017의 헤드라인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6년 

연속으로 JNA Awards 를 이끌었다. 지난 달 14일에 홍콩에서 열린 JNA Awards 갈라 디너에서 파트너 

갱신 서명식이 진행됐고, 500명이 넘는 업계 권위자가 참석했다. 

한편, Shanghai Diamond Exchange (SDE), Guangdong Gems & Jade Exchange 및 Guangdong Land 

Holdings Limited (GDLand)는 JNA Awards의 명예 파트너로 재선정됐다. JNA Awards는 특히 아시아에 

중점을 두고 우수성, 리더십 및 혁신을 선보이며, 아이디어와 행동을 통해 사업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된다. 

UBM Asia 선임부사장 Wolfram Diener는 "이들 업계 리더는 JNA Awards에 높은 지지도를 보여줬다"며 

"JNA Awards 는 이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지지 덕분에 보석 산업을 고양시키고, 오늘날 최고의 보석 및 

원석 산업 행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JNA 설립자, UBM Asia 보석 그룹 사업개발 이사 및 JNA Awards 심사위원장인 Letitia Chow는 "JNA 

Awards 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JNA Awards가 크게 존중받고, 의미있는 보석 및 원석 산업 

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파트너들과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헤드라인 및 명예 

파트너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된다. 특히 Rio Tinto Diamonds, Chow Tai 

Fook Jewellery Group 및 Shanghai Diamond Exchange는 제 1회부터 JNA Awards 여정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Rio Tinto Diamonds 중화권 지사장 Rita Maltez는 "자사는 JNA Awards를 지원하는 창립 헤드라인 

파트너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지난 5년 동안 JNA Awards 가 원석과 보석 산업의 가치를 드높이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에 기쁨을 느꼈다. 앞으로도 JNA Awards 와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보석과 원석 산업 성장을 위해 공동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ow Tai Fook Jewellery Group 상무이사 Kent Wong은 "연례 JNA Awards는 혁신과 최고 관행을 

장려한다"며 "혁신과 최고 관행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보석과 원석 산업을 지속해서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아온 JNA Awards의 전폭적인 헤드라인 

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무척 기쁜 일"이라면서 "앞으로 다른 파트너들과 힘을 모아 보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DE 사장이자 상무이사인 Lin Qiang은 "2012년 제 1회 JNA Awards 부터 파트너로 활약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JNA Awards를 통해 보석업계가 최고 사업 관행을 채택하는 기업을 파악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동종업계 기업들에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GDLAND 부사장 Li Yonggang은 "4회 연속 JNA Awards 명예 파트너로 선정돼 영광"이라면서 "자사는 

보석업계 발전을 위해 JNA Awards 및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Guangdong Gems & Jade Exchange 사장 Jim Li는 "JNA Awards 의 다른 파트너들과 손잡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번성하는 보석 산업의 미래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NA Awards 시상식과 갈라 디너는 9월 14일에 화려하게 막을 내렸고, 11개 부문에서 15개의 수상자가 

나왔다. 수상자 명단은 

여기[http://www.jnaawards.com/Results/2016/tabid/7177/Default.aspx#.WABabvl96M8]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JNAawards.com 을 방문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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