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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라판지 공장준공 (3호기 일산 40톤)
Installation of an additional Manila paper machine (PM3 / 40TPD)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Listed on KOSPI

평택공장 3호기 증산 (일산 150톤)
Rebuilding PM3 (150TPD)

마니라판지 평택공장 준공 (4호기 일산 150톤)
Installation of an additional Manila paper machine (PM4 / 150TPD)

재경원 장관상 수상
Awarded Finance minister prize

정프레스 & 정포머 자체 제작
Manufactured Chung-Press & Chung-Former

평택공장 6호기 준공 (일산 450톤)
Achieved 450TPD in Pyeongtaek mill

1970~
1960~

1990~
1980~

신풍제지 설립
Establishment

은탑산업훈장 수훈
Awarded Silver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국내 최초 마니라판지 공장 준공 (1호기 일산 6톤)
Installation of a first Manila board mill in Korea (PM1 / 6TPD)

5호기 준공 가동 (일산 275톤)
Installation of an additional Manila paper machine (PM5 / 275TPD)

박엽지 공장 준공 (2호기 일산 5톤)
Installation of thin paper machine (PM2 / 5TPD)

평택공장 열병합발전소 준공
Completion of a cogeneration plant
본점이전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
Head office relocation
재단법인 창강재단 설립
Establishment of Chang gang foundation
현지법인 설립 (미국 LA)
Opened a sales office in LA. US

2000~
평택공장 6호기 증산 (일산 470톤)
Rebuilding PM6[470TPD]
평택공장 6호기 증산 (일산 780톤)
Rebuilding PM6[780TPD]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신풍의 열정'

A beginning for the future

당사는 1960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대의 초지기를 운영해 왔으며, 특히 초지 5호기, 6호기는 설립자
정일홍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설계하여 상업 생산·가동하는 등 독보적이고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고객중심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업계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mpany
Shinpoong Paper has been leading not only duplex board businesses but also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with almost around 50 years’ business history since we started to produce duplex boards in 1957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e have operated 6 paper machines since we operated the first one in 1960. Especially, the fifth and sixth
ones among them were designed by Il Hong Chung, who is the founder and honorary chairman, and they have
been operated for commercial production. Like this, we are holding leading-edge and unexcelled technology.
We are going to do every effort to maximize profits to interested parties through customer-oriented
management. Also, we are going to do our best to be the top of the businesses through constant development
without any shaking even in troublesome extern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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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지는 1957년에 국내 최초 백판지 생산을 시작하여, 반세기의 역사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백판지 업계를
주도해 온 회사입니다.

SHINPOONGPAPER

PASSION

회사 소개

1957
3,000
15

새로운 문화를 위한 '신풍의 도전'

A beginning for the future

SHINPOONG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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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사업소개 및 제품소개

Business & Product descriptions

당사에서 생산/판매 중인 종이는 ‘백판지(Duplex Board)’ 제품으로, 고품질 안료
코팅을 편면에 실시하여 식품, 전자제품, 티슈, 세제, 장난감 등 다양한 산업 제품의
포장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The paper which are being produced and sold by our company is “Duplex
Board” one side of which is coated with high qualified pigment. It is used
very widely for packing of various industrial products including foods,
electronic products, tissues, detergents, toys, etc.

백판지는 우리의 생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 폐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되며, 자원절약과 친환경보존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백판지는
특히 산업의 발달에 따라 더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며, 고품질의 인쇄와
후가공을 요하고 있는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제품 포장에 요구되는 기능성과
인쇄의 아름다움이 더욱 요구되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Duplex Board is produced whose main raw material is various kinds
of recycled paper that is discharged in our daily lives. Therefore, it
actualizes the value for resource saving and eco-friendly conservation. It
is more highly demanded by industrial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t
will be developed more because more highly qualified printing and post
processing are required. It is for a typical example that functionality for
product packing and beauty for printing are required more and more as
the demand for electronic products is increased including smart phones
which have been especially so popular.

새로운 개척을 위한 '신풍의 성장'

A beginning for the future

SHINPOONG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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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제품 생산 설비 소개

Descrip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당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총 6대의 초지기를 설치하였고, 현재 보유 중인
초지기는 3호기, 5호기, 6호기 3대가 있습니다. 이 중 현재 가동중인 초지기는
6호기이며, 세부 스펙은 아래와 같습니다.

Our company has been installed six paper machines in total since it was
founded and what we have now is three with the 3rd, 5th and 6th ones.
What we are now operating among them is only one, the 6th and its
detailed specification is as follows

초지기

Paper machine

구분

제원

Item

Specification

생산 지종 및 평량

편면 도공 백판지 (평량 180~450GSM)

Main Production

Duplex Board (ST180~450)

초속

최고 530m/min

Design Speed

Max. 530m/min

실가동 속도

최고 500m/min

Operation Speed

Max. 500m/min

제품 트림

3,230mm

3,230mm

일일 생산량

최고 690톤/일 (기준 260GSM)

Finishing Trim
Width
Daily Product

Max 690ton/day (average : ST260)

코팅 방식
생산 제품

Top 층 – Blade 코팅

Coater Type

Pre 층 – Rod 코팅
백판지 (후면 회색), 백판지 (후면 흰색), All pulp 제품

Coverage Goods

Top - Blade Coater
Pre Coater - Rod Coater
Duplex Board With Gray Back(ST)
Duplex Board With White Back(Ivory), Royal Ivory

Finishing equipments

완정설비
구분
리와인더

제원
3,400mm

용도
롤 제품 생산용

Item
Rewinder

Specification
3,400mm

Use for
Roll packaged products

재단기
연포장기

400m/min
232m

시트지 재단
시트지 포장

Sheet Cutter
Ream Wrapper

400m/mm
232m

Sheet type products
Sheet type packaging

필름 포장기

Max. 613톤/일

필름 포장

Stretch Film Wrapper

Max,613ton/day

Film wrapping

SHINP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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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58

SHINPOONGPAPER

2008

2009

2010

2011

89,828

78,140

38,558

2007

83,562

37,308

We are a company who suppliying in global Duplex board market with 50% from
a current production volumes.
(Iran, Saudi Arabia, Israel, Lithuania, Bangladesh, Vietnam, Malaysia, Indonesia, Thailand,
Philippines,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Japan, Australia,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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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upplier (based on 2013)

Record of Export Sales(ton)

당사는 전세계시장을 상대로 전체 생산량의 50%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일본, 호주, 미국)

85,822

수출 상대국 (2013기준)

2012

2013

수출 판매량 (단위:톤)

DEVELOPMENT
방글라데시 Bangladesh
리투아니아 Lithuania

태국 Thailand

SHINPOONG
이스라엘 Israel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일본 Japan

이란 Iran

베트남 Vietnam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필리핀 Philippines
말레이시아 Malaysia

미얀마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인도네시아 Indonesia

호주 Australia

SHINPOONG

EXPORTATION
A beginning for the future

SHINPOONGPAPER

CHANGGANG Foundation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사업과

We are aiming to develop next generation of papermaking technology by supporting research and
scholarship projects in order to nurture talents for
both local community and nation.

학술연구를 통해 제지기술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창강재단은 신풍제지(주) 설립자이신 정일홍 명예 회장님이 지역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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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강재단

국가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지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8년에 설립하였습
니다. 또한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독거노인들의 보호시설에 대한 물품
지급과 후원을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Changgang Foundation was established by Mr. Chung IlHong, the founder of Shinpoong Paper in 1988.
The foundation is aiming to develop next generation of papermaking technology by supporting research and scholarship
projects in order to nurture talents for both local community
and nation. And we supports positive discrimination by providing
variable services to the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강원대 장학금 전달

고등학교 장학금 전달

송탄아동센터 도서기증

강원대 창강원(연구소)

Contributing scholarship to Kangwon Univiersity

Scholarships, High schools in Pyeongtaek

Donating books to Songtan childcare center

Changgangwon, paper making research institute

CONTRIBUTION

사업내용

장학사업

학술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Scholarship work

Research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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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시작, 신풍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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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작물의 디자인을 허가없이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저작권법(97조5항)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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