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전시자재
상품화 지원사업

Eco-Friendly Exhibition Material
Commercialization Support Program

EXHIBITION BOOTH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5 본솔빌딩 15층

H www.akei.or.kr    T 02-574-2024

친환경 전시자재 상품화 지원사업이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시산업에도 친환경개념을 도입

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4년 전시산업  

전문잡지인 ‘Exhibitor’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전시활동에서  

친환경에 관심있는 참가업체 비율이 62%에 달했고, 또 다른 

미국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서는 참가업체, 디자인설치업체의 

82%가 친환경전시를 시작했으며 68% 이상이 관심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친환경 전시자재 수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자연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친환경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본회에서는 산업부의 위탁을 받아 2015년부터  

‘친환경 전시자재 상품화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시디자인설치, 전시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회성  

전시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가능한 전시자재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단계의  

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상품화 및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전시산업이 세계 친환경전시를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02 574 2024



’15년도 참여기업 제품 소개 ’16년도 참여기업 제품 소개

주 마감패널로 패브릭을 사용하여 합판과 아크릴류가 가지고 있는 크기의  

한계성을 극복한 시스템입니다. 패브릭 외에도 종이, LED라이팅 등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제품의 9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효율적입니다.

㈜에이치에스아이앤디(HSIND) - 패브릭시스템 T. 02-508-1666 ㈜케이컴스(KCOMS) - 알파 6.0 Art Wall

T. 02-567-9952

라포애드㈜(RAPOAD) - Easy Wall, Floor System

T. 02-3452-7471 

㈜렌탈은행(RentalBank) - 다목적 수직상승 전동 전시대 

T.  02-566-0704

㈜에이치에스아이앤디(HSIND) - EQ Lock, EQ System

T. 02-508-1666

㈜디에스엔디자인(DSN디자인) - Chic 시스템    T. 02-752-2744

라포애드㈜(RAPOAD) - E2 System            T. 02-3452-7471

알파 6.0 Art Wall은 거치식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타 제품 대비 

설치속도가 3배 이상 빠르고 쉽습니다. 모듈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우수하고, 마감재가 하이글로시 수준으로 완벽하며, 조명용 

패널 및 유리 등 다양한 판재를 거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판재는 

10회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며, 유리 및 금속은 20회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asy Floor는 시스템에 전통 건축방법인 '격자'형태의 설치 및 철수  

방법을 접목하여 운송·보관비와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Easy 

Wall 은 마감판과 프레임을 클립으로 연결하여 부스조립을 단순화한 

제품이며, 두 제품 모두 생산 및 사용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사용되는 자재는 지속적 분해,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자재 처리 비용 및 인건비, 물류비 등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별도의 공구없이 손만으로 쉽고(Easy), 빠르게(Quick)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EQ System은 알루미늄시스템과 EQ Lock으로 구성 

되어 있고, 마감재질에 따라 패브릭시스템과 보드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Q System은 조명(LED), 마감재질, 그래픽을 적절하게  

조합할 경우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으며, 형태도 다변화 가능 

합니다. 마감완성도는 타 제품 대비 매우 뛰어나며 설치와 해체 또한  

매우 간단하여 소규모 독립부스, 프로모션용 전시부스 및 호텔형  

전시부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수직상승 전동리프트칼럼을 설치한 전시대입니다. 제품별로 

요구되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빔프로젝터 및 조명스탠드,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수직 중량 전시가 가능하고 조립공정이 짧습니다.

또한, 이동, 보관 및 설치가 편리하여 실내외 전천후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전시장에서도 다용도·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단높이 : 1.25m        · 최장높이 : 3.6m(모듈설치시 5m)

· 최대하중 : 200kg        · 수직상승 속도 : 약 12mm/s(무부하)

Chic 시스템은 기존 조립부스의 단점인 알루미늄 프레임과 벽체의 

고르지 못한 체결방식을 개선했습니다. 평평한 벽면 구현이 가능하여 

참가업체들의 기호에 부합하는 디스플레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라미네이팅 마감을 통해 고급스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Eco) 재사용이 가능하여 물류비 및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Efficiency) 시스템입니다. 합판, 패브릭, 유리,  

아크릴 등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전시회, 학회 및 홍보용  

이미지월 등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