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전시회

제18회 PLAST 국제플라스틱고무산

업전이 이탈리아 북부의 산업도시 밀라

노에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나흘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패션, 가구 등 다양한 산업전이 열리

는 곳으로 유명한 피에라 밀라노(Fiera 

Milano) 전시장의 17개 파빌리온에서 

AMAPLAST(이탈리아 플라스틱 고무

가공기계 및 금형제조사 연합) 주최로 

열린 이번 PLAST 2018은 가공 및 포

장산업 기술전 IPACK-IMA, 육류가공 

및 포장 기술 전문전시 MEAT-TECH, 

상업용 및 산업용 프린팅 기술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Print4All, 산업물류, 창

고관리, 원료 저장 및 취출 공정에 관한 

혁신 솔루션과 통합시스템을 결합한 전

시 INTRALOGISTICA ITALIA 등 4개

의 연관 분야 전시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THE 

INNOVATION ALLIANCE)라는 기치

아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탈리아 플

라스틱 기계산업 경기를 반영하듯 긍정

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Alessandro Grassi AMAPLAST 회

장은 “이 이상 좋을 수 없이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전시가 진행되어 전시조직

위뿐 아니라 우리 협회 소속 회원사들도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면서 “특히 

혁신이라는 구호 아래 4개의 연관 분야

를 최초로 결합하여 종합전시를 시도한 

것이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거두었다. 행

사에 함께 한 15만명 이상의 관련 산업 

전문가들은 전에 없던 폭넓고 다양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기술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밀라노에서 열리는 수 

많은 전시 가운데 Salone del Mobile 

가구박람회 다음으로 그 규모가 컸다” 

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PLAST 2018에 출품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컸다. 여기에는 뚜렷

한 목적을 가진 전시 참관객들의 질과 

전시장에서 바로 이루어진 높은 계약 건

수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전시

출품 기업들과 조직사의 기대를 뛰어넘

는 행사였다.”고 자평했다.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라는 전시 테

마의 강조를 위해 PLAST 2018 안의 소

규모 위성전시 형태로 열린 RUBBER(고

무산업기술전), 3D PLAST(적층가공기

술전), PLAST-MAT(혁신플라스틱특별

전) 또한 충실한 내용으로 해당 분야 참

관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더스트

리 4.0과 그 활용에 관한 다양한 컨퍼런

스 또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가성비 높은 기계를 찾는 미국과 

터키 바이어
PLAST 2018은 총 55,000평방미터

의 전시 공간에 약 1,500여 출품사들이 

PLAST 2018
이탈리아 플라스틱가공기계의 높은 위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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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했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가 아닌 

외국 기업들의 참가가 전회에 비해 20% 

이상 증가해 국제전시로서의 면모를 확

인시켰다. 특히 대거 출품한 중국과 이

란 기업들을 전시장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주최 측은 참관 등록 과정에서 작성

한 관심분야를 기초로 약 63,000명 이

상이 플라스틱 및 고무 분야 종사 전문

가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전시장 

방문객들 가운데 전세계 117개국으로부

터 온 해외 방문객들이 27.5%를 차지했

고, 그 가운데 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업계 관련자들이 가장 많았다. 

주최 측이 미국, 터키, 중국, 한국 등 

30여개국에서 초청한 해외 기업바이어

들의 열기 또한 주목할 만했다. 주최 측

의 협조를 얻어 자기 관심 분야의 파트

너 미팅을 주선 받기도 하고, 밀라노 인

근에 위치한 이탈리아 출품업체들의 공

장 방문을 통해 원하는 기계나 장비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이

탈리아 기계를 많이 수입한 미국과 강력

한 가공업체 기반을 가진 터키의 바이어

들의 관심이 특히 뜨거웠다.

한국에서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고기능 최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삼양 

사와 세계 최강의 플라스틱 용기 부착 

스트로우 제조 전문 기업 서일코포레이

션, PE 파이프 시장의 선두주자 사이몬 

등의 관계자들이 이탈리아무역공사의 

초청으로 탄탄한 성능과 정교함에 경쟁

력 높은 가격으로 이름난 이탈리아 기계

제조사들을 만나 기술을 살피고 제품정

보를 구했다.

  

한국 기업들의 유럽지역 진출 기회
한국 기업들도 유럽시장을 겨냥해 여

러 업체가 출품했다. 플라즈마 표면처

리 전문장비 제조사 AETP사를 비롯하

여 산업용 아크릴 폼 테이프 전문기업 

한남하이테크, 빼어난 디자인의 사출성

형기로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선 동신유

압, 유럽에서 개발한 사출성형기를 들

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우진플라임, PE, 

PVC 파이프 압출라인 전문 기업으로 

중동, 동부 및 중부유럽 등 개도국 시

장 타깃으로 수출 기회를 노리는 원일

엔지니어링, 리사이클링 업체들의 단체

로 세계시장에 재생재를 공급하는 한

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진공성형기, 

압진공성형기, 압출기를 제조해 수출해

온 VFK Head 등 6개 업체가 직접 부

스를 마련해 출품했으며, 동진세미켐,  

LG화학, 롯데첨단소재, 삼양사, SK케

미칼 등의 소재 및 원료 기업들은 현지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선보였다. 유도

그룹의 이탈리아 법인 유도 이탈리아도 

핫러너 시스템과 노즐 제품들로 세계 

최강의 면모를 과시했다.

최적효율의 플라스틱 가공 기계를 

만날 기회
무엇보다 이번 PLAST 2018 전시회

의 핵은 플라스틱 가공용 기계, 장비, 

금형이었다. 전체적으로 3,500종 이상

이 선을 보인 이 분야는 이탈리아 플라

스틱 산업이 가장 경쟁력을 지니고 있

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대표적 사출성형기 전

문기업 네그리보시(Negri Bossi)는 신

제품 컨트롤러 Motus를 탑재하고 X 

디자인 토글시스템을 채용한 새로운 

NOVA 시리즈를 서보유압식, 하이브리

드, 전전동 모델로 선보였다. 

엄격한 품질관리의 신뢰성 높은 사

출기로 이름난 이탈리아의 BMB는 탁

월한 생산성과 낮은 에너지 소비를 자

랑하는 신제품 eKW 시리즈를 하이브

리드 및 전전동 모델로 소개했다. 

독일의 장인 사출기의 자존심 아버

그(Arburg)는 새로운 설계의 하이브리

드 4000kN 형체력 Allrounder 820 

H와 Multilift V40 리니어 로봇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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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아버그 특유의 매력적 색감의 

들통을 제작시연해 보였다. 

일 본 - 독 일 의  스 미 토 모 디 막

(Sumitomo Demag)은 컴팩트 설계

로 최적화된 툴보호 기능과 고정밀 구

동 기술을 지닌 차세대 IntElect 전

전동 사출기 시리즈의 5개 신모델을 

500~1800kN 형체력으로 발표했다. 

특히 스미토모디막사는 이탈리아의 프

리미엄 성형 주변기기 전문기업 피오반

(Piovan)을 자사 사출기의 다운스트림 

공정장비 파트너사로 선정하여 글로벌 

시장에 공급한다는 소식을 현장에서 

전격 발표하여 관심을 모았다. 

오스트리아의 사출성형기 전문 기업 

비트만그룹(Wittmann Group) 또한 

신개발된 Unilog B8 컨트롤 시스템을 

탑재하여, 두 기종의 구성품을 하나의 

금형으로 생산하는 Combimould를 장

착한 SmartPower 모델, 금형 내 가스

압력 제어기술이 구현된 Airmould를 

장착한 EcoPower 모델 등을 작동 시

연해 보였다. 

프로파일 압출기의 명가 바텐필드

신시내티(battenfeld-cincinnati)는 

신형 BCtouch UX을 장착한 코니컬 

conEX NG 65 트윈 스크류 압출기

를 새로 선보였고, 이탈리아의 압출기

전문기업 마키(Macchi)는 “쉬운 압출

(Extrusion made easy)”이라는 슬로

건 아래 최고품질과 생산성으로 열수

축필름, 스트레치필름, 라미네이션필름, 

사일리지필름을 가공할 수 있는 5-레

이어 POD 라인으로 바이어들의 관심

을 모았다. 

독일의 압출기 전문 기업 그노이스

(Gneuss)사는 PET, 폴리올레핀, 나일

론 소재를 모두 가공할 수 있는 업그레

이드된 MRS 압출기와 고효율의 로터

리 필트레이션 시스템을 결합하여 탁월

한 불휘발화 및 오염제거 성능을 가진 

시트 압출 장비를 선보여 유럽 지역 가

공업체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탈리아 블로운 필름기의 대표기

업 반데라(Bandera)는 높은 생산성

의 POD 기술을 탑재한 블로운 필름

라인으로 폴리올레핀을 원료로 한 5-

레이어 필름 가공을 시연하는 동시에 

0.14~0.15mm 두께의 경성 PET, PP, 

PLA 필름 압출라인을 선보였다. 

열성형기 선두업체의 하나인 WM 

Thermoforming는 FC 780 E IM2 

Plus 열성형장비를 통해 고광택 금박 

플레이트를 생산하며 열성형과 재단을 

성형부에서 동시에 하거나 후속공정으

로도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라인 

가능성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 압출, 열성형, 필

름라인 종합기업 아무트(AMUT)와 이 

회사의 리사이클링 장비 전문 기업 아무

트코미(AMUT COMI) 또한 대규모 부

스로 많은 바이어들의 이목을 끌었다. 

글로벌 리사이클링 솔루션 선두기업 

오스트리아의 에레마(EREMA)는 오

염된 PET 필름을 리사이클하여 탁월

한 품질의 재생재로 탈바꿈시켜주는 

Intarema 1108 T를 사용해 포장용 

PE 필름 생산 장에서 나온 불량품을 

시간 당 600kg까지 가공해 보이며 기

술력을 과시했다. 

이탈리아 캘렌더링 장비 및 플랜

트 기술의 선도기업 코메리오에르콜레

(Comerio Ercole)는 고정밀 유압식 롤

포지셔닝 장치를 사용해 4~5개의 롤을 

작동하여 PVC 시트에 3~4개의 라미네

이션 뱅크를 만들어주는 신형 Flexi 다

목적 캘린더링 장비를 선보였다. 

필름 및 리사이클링 공정용 자동연

시선집중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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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필터링 솔루션 전문기업 이탈리아의 

코피트(Cofit)사는 다양한 종류의 오염

된 재생재 열가소성플라스틱 용융수지

를 오염 물질의 종류와 정도에 상관없

이 여과해주는 혁신적 신제품 스크린체

인저 GorillaBelt-T를 내놓았다. 

프리미엄 건조기로 이름이 높은 이탈

리아의 대표적 합리화기기 전문 기업 모

레토(Moretto)사 또한 건조기를 위시해 

그라인딩시스템, 도징시스템, 저장장치, 

원료온도조절기, 냉각기 등의 다양한 

장비 및 플랜트 컨셉트를 선보였다. 

그 외에도 압출 스크류 및 배럴 분

야의 마스트(MAST), 유연성이 뛰어난 

가공능력을 지닌 컴파운딩라인 전문기

업 코맥(COMAC), 다양한 필름 컨버팅

라인을 선보인 S.G.S.Italia, 리사이클

용 대규모 분쇄기, 그래뉼레이터, 세척

시스템 분쇄시스템 전문기업 독일의 헤

어볼트(Herbold), 이탈리아의 금형 및 

사출시스템 전문그룹 INglass의 첨단 

핫러너시스템 사업부 HRSflow 등도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수의 글로벌 소재공급업체 현지 

대리점 통해 출품 
소재쪽에서는 PLAST 2018 직전 아

시아쪽에서 CHINAPLAS 2018, 미주

쪽에서 NPE 2018 등의 주요 전시회가 

있었던 탓으로 많은 글로벌 소재 기업

들이 이탈리아 내의 대리점을 통해 유

럽 지역 바이어를 만나는 양상을 보였

으나, 이탈리아의 대표적 종합 폴리머 

기업 라디치그룹(RadiciGroup)이 엔지

니어링플라스틱 및 폴리아미드 제품군

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고기능성 폴리

머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PA 6.6 Radilon HHR, PA 6, 

PA 6.6 Radistrong, PPA Radilon 

Aestus T, PPS Raditeck 등의 주력 

엔지니어링폴리머 제품을 앞으로 다가

올 전기자동차 플랫폼에 적합한 최적

의 소재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또한 레고 블록의 소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유명한 글로벌 플라스틱, 라텍

스바인더, 합성고무 제조기업 미국의 

트린지오(Trinseo)는 최근 인수한 이

탈리아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전문 

기업 API의 주력상품인 TPE 기반 소

프트터치 플라스틱 계열의 TPS, TPO, 

TPV, TPC, TPE 제품들과, EVA 컴

파운드, PVC 컴파운드, 그리고 다양

한 그레이드의 생분해성 TPC, TPS, 

TPU 폴리머를 선보이며 유럽 고객들

과 만났다. 

고성능 플라스틱 컴파운드 및 수지 

공급사인 미국의 A. 슐만(Schulman) 

또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 마스터배

치, 복합소재, 특히 온실필름이나 멀

칭필름, 사일리지필름 등의 농업용 제

품을 만드는 다양한 기능성 컴파운드

에 중점을 두어 홍보했고 유럽 기반의 

BASF, Covestro, EVONIK 등의 글로

벌 종합화학사들 또한 광범위한 제품 

폴리오를 들고 홍보했다. 

PLAST 2018은 유럽 플라스틱 기계 

시장에서 최첨단 기술의 발표나 각축

장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장비를 구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강한 전시임을 출품사의 전시 

내용이나 전시장을 방문한 참관객들의 

구성을 통해 확인했다. 한국의 제품 가

공기업으로서는 요구에 맞는 합리적 가

격의 고품질 장비를 두루 만나볼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출품을 고려하는 한국기계제조

사 입장에서는 유럽 현지에 활발히 활

동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지사를 보유한 

곳이 아니고는 이탈리아까지 전시를 위

한 기계운반 등의 난점이 있다고 여겨

지지만, 터키, 중동, 중동부 유럽의 바

이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수 방문하

는 전시회라는 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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