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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국제 골판지 박람회는 18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전문 

골판지 설비, 소모재, 기술의 전시회이며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해내외 골판지 

업계에서 영향력이 강한 대회이다. 리잔보란(励展博览) 그룹이 2019년중국 

국제 골판지 박람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2019년에 개최할 중국 국제 골판지 

박람회는 1100여 개의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110000 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에 모여 1800여 대 성능이 훌륭한 첨단 설비와 천 여 종의 소모재를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8000명의 해외 구매자를 포함한 총 80000명 구매자를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중국 국제 골판지 박람회는 글로벌 골판지 포장 발전의 새로운 추세와 

혁신적인 기술의 플랫폼으로서 골판지 포장 설비와 기술 공급업자가 해외 

시장에 향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브랜드 지명도를 높여 인맥을 

넓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리잔(�展)의 독특한 TAP 

목표 구매자 계획은 핵심 구매자의 구매 수요를 겨냥하고 전시회에 참가한 

공급업자를 구매력이 강한 기업과 짝을 맞추게 하여 무역 난관을 돌파할 것이다.

중국 국제 골판지 박람회- 글로벌 가장 

유명한 골판지 제조 장비 전시회

2019년 중국 국제 폴딩 카톤 박람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폴딩 카톤 설비, 

소모재, 기술과 서비스의 전문 무역 플랫폼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후처리에 

종사하는 첨단 폴딩 카톤 포장인쇄 기업들은 박람회에 모여 1100여 개 국내외 

유명한 브랜드, 1800여 대 성능이 훌륭한 첨단 설비와 천여 종의 소모재를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8000명의 해외 구매자를 포함한 총 80000명 구매자를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중국 국제 폴딩 카톤 박람회는 2019년 중국 국제 골판지 박람회, 2019

년 중국 포장 용기 박람회와 같은 시기에 개최될 것이다. 110000제곱미터의 

대형 브랜드 전시회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공급업자에 강한 구매력과 구매 

의도를 가진 기업과 직접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전시회는 

폴딩 카톤 후처리 공급업자에 수요에 맞춘 독특한 시장 채널을 제공하고 

공급업자 가 후처리 제품, 기술과 이미지를 잘 전시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중국 국제 폴딩 카톤 박람회-인쇄포장 업계 

선두 무역 플랫폼

상하이는 중국의 사대 직할시중에 하나이고 글로벌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중에 하나이다. 2017년 

말까지 상하이시 인구는 총계 2400만 명이고 2017년 상하이시 경제 성장률이 6.9%이며 중국에서 

GDP가 4690억 달러를 초과하는 첫 도시가 되었다.



중국 국제  골판지 박람회 전시품 범위
 판지 가공 설비 및 부품

 공장 부대 설비류

 종이상자 가공 설비 및 부품

 허니콤 보드 /판지 및 기타 종이 용기 가공 설비류

 검측 기구류

 아웃소싱 서비스

 종이상자 가공 소프트웨어류

중국 국제 폴딩 카톤 박람회 전시품 범위

 인쇄 전 설비류

 인쇄 설비류

 접이식 종이 박스 인쇄 후 가공 설비류

 하드케이스류 가공 설비류

 플라스틱 케이스 가공 설비류

 종이 가방 설비류

 서비스류

 소모재와 부속품

2017년 중국 국제 골판지 박람회와 2017 중국 국제 폴딩 카톤 박람회는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온 총계 1050여 개 유명한 

공급업자가 참가했다.

2001년~2019년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수량 성장 곡선

2019년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수량: 1,100+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171

302

475 512 526 555 600 651

1,050

1100+ 
projected

2019

543+ %
2001-2017



게스트 구매자 맞춤 서비스

TAP무역 맞춤 서비스 예우

TAP구매자 계획에 가입하려면 다음 3 가지를 하면 된다.

TAP무역 맞춤 서비스는 리잔보란 그룹이 전시회에 참가하는 공급업자를 위해 맞춤형 구매자를 찾아 현장에서 일대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시회 참가 기업의 투자보수율을 높이는 첨단 맞춤형 서비스이다.

TAP게스트 귀빈 통로, 줄 설 필요가 없어 입장이 빠르다.

환영 선물을 증정하여 전시회의 정보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TAP게스트 귀빈 휴게실, 맛있는 과지,수화물 보관  서비스와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현장 회의 및 포럼의 좌석

맞춤형 스케줄

2. 전시회 주최자에서 보낸 초청함과 초청 전화를 받는다.

3. 현장에서 만날 공급업자의 명단을 제출한다.

2017년 현장 거래액은 

29.99 million 

달러에 달했다.

2017년 전시회가 끝난 지 6개월 

동안에 거래액은  

52,72million 달러에 달했다.

1. 2019년 2월 15일 전에 2019년 중국 국제 골판지 박람회/2019년 중국 국제 폴딩 카톤 박람회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한다.



BUSINESS MATCHING 2017

US$ 29.99 MILLION
Business deals conducted onsite

US$ 52.72 MILLION
Business deals conducted after 1-6 months

Schedule Your Meetings Before Your Visit

How will this platform benefit me?

How does the platform work?

The TAP (Targeted Attendee Program) is an initiative by the organizers of SinoCorrugated 2019 and SinoFoldingCar-

ton 2019 to consistently facilitate high-end commercial opportunities for the world's top corrugated enterprises.

Identifying potential business partnersProfessional tailor made service

Admission to all seminars and eventsProviding interpreter and coordinator

TAP badge and fast track admissionFree access to E-Biz match platform

Travel arrangements (hotel, meal and transportation)

Step 1.Pre-register for SinoCorrugated 2019/ SinoFoldingCarton 2019 before 15th of February 2019

Step 2.Receive an invitation email or a phone call invitation before the event

Step 3.Review profiles and schedule meetings with exhibitors / visitors who interest you



SINOCORRUGATED PRODUCT SPECTRUM
• Consumables

• Services

• Corrugated Testing Machines

• Software

• Factory Infrastructure and Services

• Corrugating and Ancillary Equipment

• Corrugated Base Papers

• Converting and Ancillary Equipment

• Honeycomb Paperboard and Pulp

SINOFOLDINGCARTON PRODUCT SPECTRUM
• Pre-press Equipment

• Printers

• Post Printing Equipment

• Bag Manufacturing Equipment

• Services

• Auxiliary Equipment

• Paper

• Consumables and Spare Parts

In 2017 SinoCorrugated, SinoFoldingCarton and PACKCON broke another record in its ninth edition with 1,050 

exhibitors from over 60 countries during four days.

EXHIBITOR GROWTH 2001-2019

Exhibitors 2019: 1,100+

200120032005200720092011201320152017

171

302

475512526555600651

1,050

1100+ 
projected

2019

543+ %
2001-2017



ABOUT THE SHOW

SinoCorrugated 2019 is the world's professional trade show for corrugat-

ed equipment, technologies and trends. The event is connecting the 

corrugated industry to the future and brings together over 1,100 exhibi-

tors and 80,000+ visitors, showcasing 1,800 pieces of corrugated 

manufacturing equipment as well as 1,200 kinds of consumables. As a 

powerful and efficient channel it serves box manufacturers to make 

efficient purchasing decisions and to learn about new products, cutting 

edge technologies and market dynamics in order to enable solution for 

the most efficient performance within their businesses.

SinoCorrugated - The World’s Professional 
Corrugated Manufacturing Show

SinoFoldingCarton 2019 is Asia Pacific’s professional trade show for 

post-print manufacturing equipment and consumables for the folding 

carton industry. Taking place alongside SinoCorrugated 2019, the exhibi-

tion highlights the latest printing and packaging equipment on over 

110,000 sqm exhibition space. As preferred trade, procurement and 

education platform, business professionals of the folding carton industry 

will be able to significantly enhance purchasing efficiency, identify new 

suppliers and intensify their knowledge through thousands of represent-

ed manufacturing solutions.

SinoFoldingCarton - The Leading Business 
Hub for Printing and Packaging Professionals

Shanghai is one of the four direct-controlled municipalities of China and one  of the most populous 
city in the world,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24 million as of 2017.

In 2017, Shanghai's economy grew 6.9 percent and kept pace with the country's GDP growth. 
Today, Shanghai has become the first city in China to top a GDP of 3 trillion yuan (US$469 billion).



4-in-1 Mega Show Covering 
The Whole Packaging
Industr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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