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TOWN NEWS 19May 28, 2018   Vol. 1213커뮤니티 소식커뮤니티 소식

“밋밋한 벽은 싫다!” 내가 원하는 데로 연출하는 신개념 벽지
100% 고객 맞춤 디자인 … 주택, 사업장 등 어디나 OK <뮤럴 벽지 스티커>

주택은 물론이고 레스토랑, 학원, 학교, 헬스장, 미용

실, 호텔, 병원과 같은 상업용 건물의 분위기가 달라지

고 있다. 밋밋한 벽면을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연출할 

수 있는 신개념 벽지인‘뮤럴 벽지 스티커’ 때문이다. 

보다 쾌적하고 개성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하길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뮤럴 벽지 스티커’는 

고객이 원하는 그림이나 디자인을 원하는 크기에 맞추

어 벽화 방식으로 제작해 준다. 자체 보유한 50만 가지

의 디자인 중에서 선택하거나, 고객이 보유한 사진으로

도 제작할 수 있다. 규격화된 크기의 포인트 스티커도 있

으며, 창문형, 도어형, 출입문형 등 구비하고 있다.

이미지는 자연, 풍경, 명화, 모던 그래픽, 일러스트, 각

국의 도시, 꽃 등 다양하다. 약 1년간의 미국내 샘플링을 

통해 검증한 패브릭지와 방수코팅지가 주요 판매 소재

이며 그외 유리 전용지 반투명지 및 방렬이 되는 실크방

렬지도 있다.

패브릭지는 원단을 고압축시켜 만들어 통풍이 잘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며, 붙였다 떼는 것이 가능해 혼자

서도 설치할 수 있으며 벽면에 흠집이 남지도 않는다. 또

한 시공 뒤 벽에 버블이 생기지도 않고 마감면도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깔끔하다. 방염처리가 되어 있어 소

방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잉크를 사용해 일

반 그래픽 출력물에서 나오는 유해한 성분에 관한 우려

도 말끔하게 해결했으며, 차별적인 색 분사 작업을 하

는 특수 기계를 통해 양질의 상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보면‘뮤럴 벽지 스티커’로 실

내 분위기를 연출한 장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만

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롤 스

크린으로 제작할 수도 있으며, 가족 사진이나 원하는 사

진을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의 벽지로 제작하는 것도 가

능하여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최

고의 제품이다.

<뮤럴벽지>의‘2B2G Inc’에서는 쇼룸도 운영하고 있

어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차별화된 실

내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쇼룸은 산타페스프링스 밸

리뷰 애비뉴에 있다.

나만의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다

면 뮤럴 벽지인테리어로 연락하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있다. 비용도 저렴해 분명히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문의: (213) 505-4104

▶ 주소: 14555 Valley View Ave. #B

               Santa Fe Springs, CA 90670

 

6월 2일 합동결혼식 

OC한인회(회장 김종대)가 추진

하던 합동결혼식 행사를 남가주 

한인중앙상공회의소(회장 정재준)

와 OC한인축제재단(회장 정재준)

이 치르기로 했다.

정재준 상의 회장과 정철승 재단 

축제집행위원장은“한인회가 종

합회관 리모델링에 전념하기로 결

정하고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

게 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면서 좋은 취지의 행사가 무산되

는 것이 아쉬워 합동결혼식을 맡

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 소스몰 측은 결혼식 장

소를 협찬하고, 한마음봉사회(회

장 박미애), 아리랑합창단(단장 김

경자)은 행사 후원에 적극 나서기

로 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

던 부부 10쌍을 대상으로 한 합동

결혼식은 당초 예정대로 6월 2일   

(토) 오후 4시 부에나파크의 더 소

스몰 1층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