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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7 상하이 국제 보트 쇼 

02. 전시회 준비과정  

이번, 2017 CHINA INTERNATIONAL BOAT SHOW에서 원풍은 옥천 신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상용 특화 제품 위

주로 소개 하였고, 원풍의 다양한 보트지 및 이중공간지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시회에 설치된 부스는 직접 디자인하여, 제품과 원풍의 전문화된 설비를 보기 쉽게 구성 하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국제 보트 쇼는 1996 년에 개최되어  보트 산업 전체의 신제품 및 트렌드를 미리 만나 볼 수 있

는 중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보트 및 요트 전시회입니다.  

해양 라이프 스타일 및 요트 문화를 대중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닌 이 보트쇼 (2017.04.26 – 29)에 원풍도 참

가 하였기에 이번 <월간 원풍>에서는 CHINA INTERNATIONAL BOAT SHOW에 관하여 RIVIEW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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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현장 스케치   

이번 전시회에서는 DWF, Simul DWF, Hetero-Pattern DWF, 

Printed DWF와 같은 4가지 카테고리의 이중공간지, 그리고 

IF, Simul IF, Printed IF와 같은 3가지 보트지, 총 7가지 카테고

리로 이루어진 수상용 특화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이 진행

되었습니다.  

DWF는 이중 공간지로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보트지 용 IF제품은 우수한 평활도가 특징입니다. 

특히, 원풍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Simul DWF와 Simul IF 제

품은 Pre-laminated 보강층이 특별하게 설계되어 불필요한 

공정을 줄였습니다. 

 지난 4월 월간원풍에서 소개하기도 했던, Hetero-Pattern 

DWF 공간지는 상지와 하지를 연결하는 Thread Core의 폴리

에스터 직물 패턴이 양면 다르게 제직 생산된 제품입니다. 

또한 Printed DWF, Printed IF는 선명하고 밝은 Vivid한 색감

과 자연스러운 마블 패턴, 다양한 카무플라주 패턴 등 심미

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참가하게 될 전시회에서도 원풍의 신제품과 개선된 

제품들에  대한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에서  개최된 중국 상하이 국제 보트쇼에 원

풍이 참가 하였습니다. 옥천 신공장에서 생산되는 보트지 및 이중 공간지를 이용하여 만든 다양한 샘플들

은 직접 현장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평활도를 테스트 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트지에 관한 문의와 새로운 공법의 HETERO 이중 공간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옥천공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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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7 Techtextil  

2017년 5월 9일에서 12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Techtextil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현대 직물에 대

한 기술을 보여주는 국제 박람회 입니다.  

 ‘Connecting the Future’라는 모토 아래 새로운 기술 연결 및 시장개척을 목표로 혁신을 위한 이상적인 출발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월간원풍에서는 2017 Techtextil에 참가한 전시회에 대해 RIVIEW를 해드리겠습

니다.  

05. 현장스케치  

2017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 Frankfurt am 

Main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중국, 미국 등의 다양

한 업체들이 참석하여, 전시회를 즐겼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은  원풍의  Structure, 

Geomembrane, Truck Sider 3가지 제품에 대한 관심

도가 높았으며, 특히 Geomembrane은 PE,LDPE, 

Textile과 같은 제품을 찾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Truck Sider 제품은 현재 유럽시장에서 많은 점유

율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시장 제품과 다른 원풍만

의 특색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며, 또한 EVA, PP등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NON-PVC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