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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시회 개요 

□ 행 사 명 : 2019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INTERIOR DESIGN KOREA) 

□ 목    적 :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제품의 토탈 솔루션 제시 

1)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제품과 마감, 디자인 등 유ㆍ무형 솔루션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2) 성장일로에 있는 인테리어 소비재의 전문정보와 트렌드를 제안 

□ 기    간 : 2019년 2월 20일(수) ~ 24일(일), 5일간 

□ 장    소 : 일산 KINTEX 제 2전시장 7~8A홀 

□ 규    모 : 237개사, 900부스 (16,935㎡) 

□ 참 관 객 : 47,854명 (코리아빌드 포함 180,899명) 

□ 주    최 : ㈜메쎄이상 

□ 주    관 : ㈜메쎄이상,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윤현상재 

□ 미디어파트너 : 서울문화사 리빙센스, ㈜인테리어브라더스 

□ 동시개최 : 코리아빌드, 경향부동산페어, 대한민국건설산업대전, 클린에어엑스포 

□ 홈페이지 : www.indko.co.kr 

□ 부스배치도 

 
 

 

 



Ⅱ. 참가업체 분석 

1. 참가부문(카테고리) 

대분류 소분류 내용 

인테리어디자인 

& 제품 

솔루션 인테리어 디자이너 및 스튜디오, 전문 시공사, 조명 컨설팅, IoT솔루션 

마감 타일, 벽지, 페인트, 마루 등 실내 마감재 

하드웨어 수전, 콘센트, 손잡이, 브라켓 

퍼니처 & 

어플라이언스 

가구 주거용 가구, 아웃도어 가구, 욕실 및 주방가구, 상업용 가구 

가전 백색가전, 디자인가전, 소형가전 

리빙 & 

데커레이션 

테이블웨어 식기, 글라스, 매트, 커트러리, 도자기 

텍스타일 침구, 쿠션, 커튼, 카펫 등 패브릭&레더 

데커레이션 인테리어 소품, 조명, 가드닝 

 

2. 프로그램 별 참여 디자이너(기업) 

트렌드파빌리온 

월가앤브라더스(WGNB) 백종환 디자인투모로우 허 혁 스튜디오 ROUTE 정유섭 

치호앤파트너스 김치호 튠플래닝 김 석 스튜디오 익센트릭 김석훈 
   

홈트렌드-라이프스타일관 

문재화 디자이너 디자인폴 박미진  
 

코시드 DESIGN US 

디자인이유 박은아 디자인토큰 김대성 에이폭스디자인 김영우 

보이드디자인 최준영 스노우에이드 김현주 자이언트웍스 이광훈 

어나더디 김경민, 정세영   
 

윤현상재보물창고 – Material Cube 

분석하 정원석 디자이너 정순구 디자이너 

스튜디오 페시 스튜디오 밀리언로지즈 티엘 디자인 스튜디오 

그레이트마이너 디자인 스튜디오 마움 스탠다드에이 

최경덕 디자이너   
 

윤현상재보물창고 – Designer’s Mood 

디자인투톤 817디자인스페이스 샐러드보울스튜디오 

비하우스 본인테리어 삼플러스디자인 
 

인테리어컨설팅관 

마리오피치 디자인프라이데이 딜라이트 

아우딘스페이스 글라모스튜디오 디자인스튜디오 제이 

콩지빌라 지브로 제이든컬처 

마이네임이즈존 더월드오브더블유 스튜디오 이디움 

모루초디자인 플랜201 스튜디움작-일상공간 

언씬버드 마또엔코 오-스케이프 

스튜디오 올라 슬로위  
 

BY을지로 

유화성 디자이너 SWNA 스튜디오 오세환 디자이너 소동호 디자이너 



3. 설문조사 

□ 참가요인 분석 

참가요인 

참가목적 참가결정 요인 

 

 

 

□ 전시회 만족도 

항목 별 만족도 

전체 방문객 수 부스 방문객 수 

  

방문객 수준 상담 및 거래량 

  

 

신제품 반응조사 6.3% 

현장판매 12.2% 

바이어 발굴 27.4% 

브랜드 및 제품홍보 54.1% 

주위의 권유 2.2% 

관련업계 참가 5.1% 

코리아빌드 동시개최 5.3% 

경기권 시장성 7.5% 

참관객 수 10.3% 

기획관, 컨퍼런스 10.4% 

주최사에 대한 기대 25.4% 

인테리어전문전시 컨셉 33.8% 

아주불만 1.1% 

불만 5.3% 

보통 24.1% 

만족 25.4% 

아주만족 44.1% 

아주불만 0% 

불만 3.0% 

보통 14.5% 

아주만족 35.2% 

만족 47.3% 

아주불만 1.3% 

불만 7.5% 

보통 21.1% 

아주만족 31.4% 

만족 38.7% 

아주불만 0.8% 

불만 5.0% 

아주만족 15.4% 

보통 33.3% 

만족 45.5% 



□ 바이어 매칭 분석 

바이어 성격 

교류가 많은 산업 내부적 바이어 군은? 교류가 많은 산업 외부적 바이어 군은? 

  

 

 

Ⅲ. 참관객 분석 

1. 참관객 입장 통계 

□ 날짜 별 통계 

날짜 2/20(수) 2/21(목) 2/22(금) 2/23(토) 2/24(일) 총계 

코리아빌드 26,082 26,479 25,905 29,049 25,530 133,045 

인디코 4,376 5,274 5,658 16,176 16,370 47,854 

합계 30,458 31,753 31,563 45,225 41,900 180,899 

※ 최초 입장 위치로 구분하였습니다. 

 

2. 참관객 설문 조사 

□ 연령ㆍ성별 

연령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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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6% 

남성 

여성 

인테리어 

디자이너 

(48.7%) 
동종 사업 

관계자 

18.1% 

인테리어디자이너 48.7% 

동종 사업 관계자 18.1% 

기타 15.4% 

건축가 13.3% 

건설사(시행사) 4.5% 

일반 

소비자 

35.3% 

주거공간 

22.8% 

호텔&리조트 

11.6% 

일반소비자 35.3%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 22.8% 

호텔•리조트 등 상업숙박공간 11.6% 

F&B 등 리테일 상업공간 9.7% 

유통•MD 10.3% 

기타(해외 등) 10.3% 



□ 산업군(직종) 

참관객 종사 산업분야 참관목적 

 

 

 

□ 관심도 조사 

관심있는 품목 (복수응답) 전시 평가 요소 (복수응답) 

  
참관결정 요인 (복수응답) 총 관람시간 

  

 

41% 

7% 

5% 

5% 

2% 

8% 

4% 

5% 

1% 

2% 

1% 

1% 

1% 

1% 

6% 

2% 

1% 

7% 

인테리어설계, 디자인 

건축 · 인테리어 자재 

건축디자인 · 설계 

건축시공 

건축주 · 임대업 

리빙 · 인테리어 제품 제조사 

오프라인 유통 

온라인 유통 

온라인 홍보 전문 

교육 · 연구 

리서치 

언론 · 매체 

부동산 

호텔 및 숙박업 

레스토랑 · 요식업 · 카페 

상업공간 

공공기관 

일반소비자 

29% 

11% 

15% 

7% 

2% 

17% 

2% 

17% 

인테리어 · 리모델링 트렌드 정보 수집 

관련분야 시장조사 동향 파악 

새로운 브랜드 및 디자인 조사 

인테리어 시공 상담 

세미나 참가 

제품 구매(소매) 

거래 및 계약(도매) 

일반 전시 관람 

인테리어 

상담 

11.7% 

자재 

16.1% 

가구 

15.2% 

인테리어상담 11.7% 

자재 16.1% 

가구 15.2% 

오브제&소품 13.3% 

텍스타일 9.7% 

조명 12.8% 

가드닝 3.1% 

주방가구 5.4% 

테이블웨어 5.5% 

커피 등2.1% 

가전 5.1% 

전시회컨셉 

21.1% 

다양한 

브랜드 

27.9% 
선호브랜드 

참가 

15.0% 

전시회 컨셉 21.1% 

다양한 브랜드 27.9% 

선호브랜드참가 15.0% 

부스 구성 13.1% 

참가기업 수 8.7% 

컨퍼런스, 부대행사 5.6% 

일반구매 8.5% 

기타 0.1% 

인테리어 

시장파악 

39.7% 

다양한참가사

및 제품 

27.2% 

윤현상재 

보물창고 

13.2% 

인테리어시장파악 39.7% 

다양한참가사및제품 27.2% 

윤현상재보물창고 13.2% 

거래회사초청 6.4% 

인테리어컨설팅 5.1% 

전시장위치 4.7% 

제품/가구구매 3.2% 

기타 0.5% 

2~3시간 

27.8% 

3~5시간 

57.6% 

1시간 7.1% 

2~3시간 27.8% 

3~5시간 57.6% 

하루종일 4.4% 

2일이상 3.1% 



□ 전시회 만족도 

항목 별 만족도 

전시 규모 참가업체 구성 

  

전시회 운영/안내 전반적 만족도 

  

 

 

 

 

 

 

 

 

 

 

 

 

불만 9.1% 

보통 36.6% 

만족 54.3% 

불만 10.1% 

보통 42.9% 

만족 47.0% 

불만 3.0% 

만족 47.4% 

보통 49.6% 

불만 7.6% 

보통 34.1% 

만족 58.3% 



Ⅳ. 프로그램 

1. 전시(Exhibition) 

□ 윤현상재 보물창고 (Material Cube) 

1) 기획의도: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매트리얼에 집중하여, 재료가 지닌 고유한 물성을 새로운 시선으로 

선보이고자 함 

2) 세부 프로그램 

- 브랜드 큐레이션관: 감각적인 자재 브랜드 및 브랜딩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가구 홈데코 브랜드 공간 

- 윤현 기획관: 가성비 좋은 소비를 도와줄 수 있는 각각의 스토리관 운영 

•윤현 아울렛(세일품목관), 윤현핸즈(핸드메이드관), 윤현 DIY, 연남방앗간 F&B 

- 스튜디오전시관: 작가 및 디자이너의 재료를 주제로 진행한 실험적 공간 및 인테리어 공간 구성 

•매트리얼큐브(작가관), 디자이너스무드(인테리어디자인관) 

3) 스케치 사진 

  
윤현상재 

 

브랜드큐레이션-자재 

 

  
윤현기획관-윤현아울렛 스튜디오전시관-디자이너스무드 

 

 



□ 트렌드 파빌리온(Trend Pavilion) 

1) 기획의도 

- 국내외 유수의 인테리어 구성 제품 기업의 고도화된 홍보관의 일환으로써, 건축•인테리어 분야의 이

슈를 주제로 선정, 기업-디자이너 간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및 제품 홍보 프로그램 구성 

- 참여 디자이너뿐 아니라, 산업 고관여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참가 브랜드 제품에 대한 밀접한 홍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2) 주제: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만나 펼쳐지는 새로운 실험 – ‘낯섦’ 

3) 참여 브랜드 및 디자이너 

  
왼쪽부터 백종환, 허 혁, 김치호, 김 석 디자이너 트렌드 파빌리온 전경 

  
영진TIM X 백종환 디자이너 

 

새턴바스 X 허 혁 디자이너 

 

  
데스커 X 김치호 디자이너 신명마루 X 김 석 디자이너 



□ 코시드 디자이너스(KOSID) – 프리미엄 라운지 

1) 기획의도 

-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이하 코시드)와 ㈜메쎄이상 간 MOU를 통해 인테리어디자인 산업 성장 도모 

- 인테리어디자이너의 역량을 전하는 전시관을 구성, 우수 프로젝트 소개 

※ 2019년 1월 4일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 ㈜메쎄이상 간 MOU체결 

2) 참여 디자이너 및 브랜드 

    

디자인이유 박은아 디자인토큰 김대성 에이폭스디자인 김영우 보이드디자인 최준영 

現 디자인 이유(DESIGN EU) 대표 

現 크리드(CRE-TE) 공동대표 

現 끌(FINN) 공동대표 

現 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겸임교수 

現 디자인토큰 디렉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現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KIID) 가구분과 부위원장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 전공 석사 

現 ㈜에이폭스디자인 대표이사 

現 (사)한국공간디자인학회(KISD) 정회원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 석사 

現 디자인사무소 보이드 대표이사 

現 (사)한국건축가협회(KIA)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건축설계 전공 

    

스노우에이드 김현주 자이언트웍스 이광훈 어나더디 정세영 어나더디 김경민 

現 ㈜스노우에이드 디렉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現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겸임교

수 

現 한양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겸임교수 

2011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Chelsea 

Colleage), Interior and Spatial design 석사 우수졸업 

現 자이언트웍스 디렉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現 (사)한국공간디자인학회(KISD) 정회원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 석사 

現 어나더 디 대표이사 

現 (사)한국디자인학회(Klld)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실내디자인과 석사 

現 어나더 디 대표이사 

現 (사)한국디자인학회(Klld) 정회원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디자인 설계 석사 

 

    

아크리니아 유앤어스 다나무 보타니크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로 

주방가구의 명품 중에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럭셔리 패브릭을 시작으로 카펫, 벽

패널, 바닥재 등의 세계 최정상급 퀄

리티를 국내에 소개합니다.  

6개 국가로부터 한국 시장에 최적화

된 아웃도어 가구와 상업용 가구를 

수입해 국내에 선보입니다.  

꽃, 식물판매와 플라워클래스를 운영

하고 있는 플라워샵으로 스몰웨딩, 

파티를 디렉팅 합니다.  

 

 



3) 업계 네트워킹 파티 & 프리미엄 라운지 활용 

- 컨퍼런스 연사를 비롯해 인테리어 업계 종사자들이 모이는 Private 파티 기획 (20, 21일 양일간) 

- 평상 시, 업계 관계자의 라운지 및 비즈니스 미팅 공간으로 활용 

- 네트워킹 파티 프로그램 

 2/20(수) 2/21(목) 

호스트 ㈜메쎄이상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연사 및  

게스트 

- 핀란드 건축가 빌레 하라 

- 핀란드 인테리어디자이너 페이비 메로우넨 

- 덴마크 라이프스타일  분석가 매즈 아를린 쇠보르 

-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한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 

-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나장수, 김개천 

- 한국건축사협회 회장 강철희 

- 코시드 소속 인테리어 디자이너  

- 기업 홍보 및 디자인 담당자 

 

- 프리미엄 라운지 이용자(기업) 주요 명단 

현대 L&C 코나디자인스튜디오 Mby mondo m.k.global 영보디자인 

바이트 KTX매거진 에코건축사무소 협성대 미드플래닝 

마젠타 BH아키텍트 Media worker 유앤어스 어나더니 

코리페블 윤홍타일 라이트앤스타일 POLE 홀앤홀브 

아우딘퓨쳐스 다지안ST 키프 포레스코 슈크리트 

디자인담다 호남대학교 에이드팩토리 지북 엔건축사사무소 

유타일 RYANG 으뜸 철강 주식회사 소란실내건축 I-diff 

플레이스디자인 보타닉 꾸밈바이 라꼴렉뜨 마로멜로 

유앤어스 엠바이몬도주식회사 디자인스튜디오 노블스틸 공감건축 

슬로워 디자인쿠로 영보디자인 DESIGN PERICON REVEDEHOME 

텔로스 빅바이러스 아이에스동서 꼬니페블 비움리디자인어쏘시에이츠 

아우딘퓨쳐스 리움 볼트 코오롱패션머티리얼 꼬마네 가든 

 

4) 스케치 사진 

   

   



□ 인테리어컨설팅(Interior Consulting) 

1) 기획의도 

- 인테리어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는 실수요 소비자와,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하고 포트폴리오(레퍼런

스)가 충족되는 인테리어 디자인 기업을 매칭하여 현장에서 직접 공간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공

정 견적, 전문 디자인 제안, 계약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관 구성 

- 인테리어브라더스와 협업으로 빅 데이터 분석 매칭 알고리즘 ‘브라더스 컨시어지’를 접목하여, 수

요자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 매칭으로 소비자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참가 디자이너(기업) 

- 주거 전문 : 콩지빌라, 딜라이트, 더월드오브더블유, 플랜201, 지브로, 오스케이프, 모루초디자인, 

언씬버드, 슬로위, 스튜디오이디움 

- 상업 전문 : 제이든컬처, 마이네임이즈존, 글라모스튜디오, 마리오피치, 디자인스튜디오제이, 스튜

디오올라, 일상공간, 마또앤코, 아우딘스페이스, 디자인프라이데이 

3) 상담 신청 및 진행 

구분 사전신청(컨시어지) 현장신청 합계 

신청현황 
162명 350건 252명 223건 414명 573건 상담 진행 

 * 신청자 중 타임부족으로 사후 매칭 진행  

공간 구분 

상업공간 : 26명 (16%) 상업공간 : 56명 (22%) 상업공간 : 82명 (20%) 

주거공간 : 132명 (82%) 주거공간 : 192명 (77%) 주거공간 : 324명 (78%) 

사무공간 : 4명 (2%) 사무공간 : 4명 (1%) 사무공간 : 8명 (2%) 

상담신청액 

(최대예산) 
7,930,000,000원 12,290,000,000원 

20,220,000,000원 (약 202억) 
* 1인당 평균 최대예산 약 4,800만원 

 

4) 스케치 사진 

   

   



□ 홈트렌드(Home Trend) 

1) 주제 : 오브제 디자인 갤러리 (OBJET AT HOME DESIGN GALLERY) 

2) 참가 브랜드 및 디자이너 

- 브랜드 : 모온 

- 디자이너 : 문재화 디자이너 

3) 설명 : <리빙센스>와 생활을 디자인하는 기업 모온이 함께 제안한 홈 트렌드 특별관에서는 사용자의 

생활 경험까지 아우르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모온의 오브제 컬렉션을 선보였다. 사용자의 편의성은 

물론 심미성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모온 대표이자 총괄 디자이너 문재화의 철학이 녹여진 제

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관이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상용품인 청소기, 소화기 그리고 멀티탭

이 모온의 감각을 만나 디자인은 물론 사용자의 불편함까지 개선한 오비큠, 이너플, 멀티테일로 재탄생

한 것. 거실이나 주방에서 괴리감없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도 유니크하다는 모온의 오브제 컬렉션의 

강점에 맞게 심플하면서 독특한 컬러 감을 곁들인 부스를 연출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포토 존이 되었다. 

4) 스케치 사진 

  

  

 

 

 



□ 라이프스타일(Lifestyle Exhibition) 

1) 주제 : 뉴 모던 프렌치의 귀환 (MODERN FRENCH HOUSE) 

- 가족이 모이는 오픈된 공용 공간인 리빙룸과 독립적인 개인 공간인 마스터 베드룸 두가지 공간을 

그녀만의 각기 다른 모던 프렌치 스타일로 표현 

2) 참가 브랜드 및 디자이너 

- 브랜드 : 중앙타일-타일루쏘, 틸테이블, LG하우시스, 던-에드워드 페인트, 마멜, 개나리 벽지, 레

벨월스코리아, 안젤로니아, 구스라이팅, 이자벨엔티크, 라껑슈 

- 디자이너 : 디자인폴 박미진 실장 

3) 설명 : 세계적인 홈 데코 디자인 박람회인 2019 메종&오브제에서 모던 프렌치 스타일을 이번 시즌 메

인 테마로 선정하며 다시 프렌치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주목받고 있다. <리빙센스>와 프렌치 무드의 따

뜻한 공간을 연출해온 디자인폴의 박미진 디자이너가 함께 꾸린 라이프스타일 전시관은 정통 프렌치 

스타일의 조명, 거울, 체어, 몰딩에 뮤럴 벽지와 모던 프렌치 가구, 포인트 타일과 프렌치 가전의 컬러

감을 더해 완성했다. 

4) 스케치 사진 

  

  

 



2. 컨퍼런스(Conference) 

□ 개요 

1) 기획의도 

- 건축 인테리어의 담론을 이야기하고 산업 종사자간의 교류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만남의 장

이자 설계와 시공 전문 지식을 교류하는 교육의 현장, 인테리어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

는 협의의 장으로 기획 

- 업계 종사자에게 전문 지식을 전하는 B2B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향후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하고 글로벌화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 

2) 세부 프로그램 

- 트렌드 컨퍼런스 

•라이프스타일, 소비 행태와 브랜딩, 마케팅 및 기업의 비즈니스 노하우 제시 

•세부 세션 : 비즈니스 컨퍼런스 /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위크 

- 프로페셔널 컨퍼런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문 시공기술자에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 제공 

•세부 세션 : 프로페셔널 컨퍼런스 / 스몰톡 라운지 

- 인테리어스쿨 

•세미 전문가가 전하는 인테리어 노하우 및 셀프 인테리어 방법론 

•세부 세션 : 윤현상재 세미나 / 셀프 인테리어 클래스 

3) 스케치 사진 

   

   

 



□ 트렌드 컨퍼런스 

1) 기획의도 

- 세계의 공간 디자인 트렌드를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시 

- 국내•외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동향을 전하는 정보사 등이 참여 

2) 비즈니스 컨퍼런스 

2/20(수) 

SESSION 1 

10:30~11:20 
북유럽의 지속가능한 공간 디자인 

GV- 핀란드의 사회 문화적 토양과 이를 

배경으로 한 지속가능성의 정착 

핀란드 제이케이엠엠 아키텍츠 디자이너 패이비 메우로넨 

11:30~12:20 핀란드 아반토 아키텍츠 디자이너 빌레 하라 

11:30~12:20 주한핀란드무역대표부 대표 김윤미 

SESSION 2 14:00~14:50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설계 방법 덴마크 라이프스타일 분석가 매즈 아를린 쇠보르 

2/20(수) 

SESSION 3 12:30~13:20 스튜디오 브랜드가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샘파트너스 부대표 김지훈  

SESSION 4 14:30~15:20 디자인 에이전시의 스펙트럼  더퍼스트펭귄 대표 최재영 

SESSION 5 15:40~16:30 오감으로 느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 라이즈 호텔  인테그레이션 소장 손승원, 조윤경 

 

3)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2/20(수) 

SESSION 1 10:30~11:40 과거, 그 미지의 공간에 불어넣는 생명 주식회사 장진우 대표 장진우 

SESSION 2 12:00~13:30 도시 공간 재생 프로젝트 분석 1-신기말 프로젝트 
신진말/코스모 40 대표 심기보 

에이블커피그룹 대표 성훈식 

SESSION 3 14:00~15:10 도시 공간 재생 프로젝트 분석 2-개항로 프로젝트 
064 디자인스튜디오 대표 권순만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이창길 

2/21(목) 

SESSION 4 10:30~11:40 건축과 컨텐츠 와이그룹 대표 양진석 

SESSION 5 12:00~13:10 셀렉트 다이닝과 리딩테인먼트 공간의 만남  오티디코퍼레이션 대표 손창현 

SESSION 6 13:40~14:50 소셜 스페이스로서 가구 쇼룸이 제시할 요소   파넬 이사 최정원 

2/22(금) 

SESSION 7 10:30~11:40 클라이언트 요구에 부합하는 동시에 상업공간에 철학을 불어넣는 디자인 종킴디자인스튜디오 대표 김종완 

SESSION 8 12:00~13:10 인테리어 스타트업의 비전   아파트멘터리 대표 윤소연 

SESSION 9 13:40~14:50 작은 변화로 혁신을 이루는 산업 디자인의 힘  SWNA 디자이너 이석우 

 

4) 청중 직군 

자라홈 제일기획 교원 동일토건 

코오롱 제이씨 루트임팩트 아모레퍼시픽 

롯데하이마트 서울디자인재단 메가박스 바이아키디자인 

코웨이 SK건설 태평양물산 한샘 

현대리바트 아모레퍼시픽 까사델까미노 현대백화점 판교점 

Z Lab 제니시스 띵스어라운드 어울림디자인 

네이버 I&S 리프레쉬랩 삼성전자 부건에프엔씨 

샘소나이트 코리아 현대중공업 CJ 프레시웨이 체리쉬 

이건산업 퍼시스 제일벽지 삼성물산 



□ 프로페셔널 컨퍼런스 

1) 기획의도 

- 컬러와 소재, 마감에 대한 최신 동향과 함께 업계 리딩 디자이너의 노하우 제시형 Private 세미나 

- 재료와 시공 전문가가 전하는 효율적인 매트리얼 사용•시공법 등 전문 정보  

- 디자이너들의 에피소드 공유의 자리이자 캐주얼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소 

2) 프로페셔널 컨퍼런스 

2/20(수) 

SESSION 1 10:30~11:20 우리 라이프스타일의 큰 변화, 스마트 커넥티비티 콜러(KOHLER) 박선영  

SESSION 2 12:30~13:20 리조트, 호텔 설계에서의 놓치지 말아야 할 콘셉트 디자인스튜디오 디자이너 백수흠  

SESSION 3 14:30~15:20 자유롭고 예술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건축과 제안 국민대학교 교수 김개천 

SESSION 4 15:40~16:30 빅데이터 딥러닝을 통해 살펴본 인테리어 소비자 트렌드 현대 L&C 디자인 트렌드랩 권택규 

 

3) 스몰톡 라운지 

2/20(수) 

SESSION 1 13:00~13:40 [사진] 사진 한 컷에 담은 공간 스토리텔링 방법 필립미디어  대표 이두용 

SESSION 2 14:00~15:00 [소재] 콘크리트의 다음 가능성 미콘 실장 조수민 

SESSION 3 15:30~16:20 [좌담] 코시드 디자이너스 기획관 톡톡 라운딩 KOSID DESIGNUS 디자이너 8인 

2/21(목) 

SESSION 4 13:00~13:40 [테크닉] 컬러 테크닉 키우기, 공간 컬러 배색과 기획 아이알아이 색채연구소 대표 최종석  

SESSION 5 14:00~15:00 [소재] 타일의 가치에 대한 변화 윤현상재  상무 최하영 

SESSION 6 15:30~16:20 [좌담] 골든스케일디자인어워드 수상작을 통해 살펴본 공간 트렌드 2018 골든스케일디자인어워드 수상자 

 

4) 청중 직군 

동일토건 이글루주식회사 유어시스터 오얄크루 

네오밸류 라봄인테리어 홍디자인스튜디오 미형인테리어건축 

한샘 LG 하우시스 지엔코 에이플러스 

다원아이디앤씨 예소인테리어 에이케이켐텍 삼성물산 

한솔홈데코 제일기획 보담디자인 삼성 

다무원 제일벽지 지엔컴퍼니 더킴스디자인 

신세계백화점 보담디자인 서울디자인재단 HCC 

 

 

 

 

 

 

 



Ⅴ. 홍보ㆍ마케팅 

□ 방송매체 

1) IPTV/CATV 광고 

매 체 
IPTV_Btv_VOD / IPTV_Btv_BIG AD / IPTV_ARA / 

CATV_딜라이브 

기 간 2019.1.28~2.23 

내 용 

■ IPTV 다시보기 시청 시 광고 노출로 순간 주목도 상승에 효과적임 

서울, 경기 지역 노출(카테고리/시간/지역 타겟팅 가능함) 

■ CATV 시청 시 프로그램 간 실시간 광고 노출 

행사 권역에 적합한 서울/경기/김포 지역 메인 SO 인 딜라이브를 통한 송출 

영상 이미지 

  

 

2) 홍보영상 제작 

내 용 

미디어데이 준비영상 및 현장스케치 영상 (브롱부부 제작) 

기획관 히스토리 소개 영상 (인테리어브라더스 제작) 

TV 및 유튜브 광고용 공식 홍보영상 

영상 이미지 

 
<미디어데이 현장스케치 영상> 

 
<미디어데이 현장스케치 영상> 

 
<백종환 x 베니스 기획 영상> 

 
<김치호 x 데스커 기획 영상> 



 
<백종환 x 베니스 기획 영상> 

 
<김치호 x 데스커 기획 영상> 

 
<허혁 x 새턴바스 기획 영상> 

 
<김석 x 퀵스텝 기획 영상> 

 
<허혁 x 새턴바스 기획 영상> 

 
<김석 x 퀵스텝 기획 영상> 

 
<김석훈 x 정유섭 기획 영상> 

 
<트렌드 파빌리온 현장스케치 영상> 

 
<VIP 라운지 현장 영상> 

 
<윤현상재 보물창고 영상> 

 
<컨퍼런스 현장 영상> 

 
<컨퍼런스 현장 영상> 

 



□ 온라인 

1) 네이버 영역 

- 공식포스트 운영 및 리빙, 디자인 판 메인 노출 

매 체 네이버 내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공식 포스트 운영 

기 간 2019.01.11~02.23 

 

모바일 메인 노출 PC 메인 노출 

 

 

 

 

 

 

 

 

 

 

 



- 블로그 바이럴 포스팅 (서포터즈 운영) 

기 간 2019.1.4~2.24 

선정기준 블로그 일방문자 2,000 회 이상의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 전문 블로거 

 

내 용 

검색어 ‘인테리어디자인’ 

1 페이지 내 상위노출 4 건 

 

검색어 ‘윤현상재’ 

1 페이지 내 상위노출 2 건 

 

검색어 ‘인테리어컨설팅’ 

1 페이지 내 상위노출 3 건 

 

 

 

 



- 보도자료 배포 

기 간 동아일보, 조선경제(조선비즈), 한국경제 등 

선정기준 전시 개최 뿐만 아니라 기획관, 컨퍼런스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자료 함께 배포 

 

내 용 

한국경제 게재 

 

동아일보 게재 

 

조선경제 게재 

 



이투뉴스 게재 

 

시사매거진 게재 

 

 

 

 

 

 

 

 

 



- 커뮤니티(카페) 바이럴 

매 체 지역카페(맘카페) 

기 간 2019.01.22~2.11 

내 용 지역 맘카페 이벤트 진행으로 행사 홍보와 사전등록 유입 유도함 

 

- 브랜드 검색 광고 

매 체 네이버 브랜드검색(MO/PC) 

기 간 2019.01.25~02.24 

내 용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 모바일 통합검색 최상단에 노출함 

이미지 

 
 

- 파워링크, 파워컨텐츠 광고 

매 체 네이버 키워드 광고(파워링크,파워컨텐츠) _모바일만 집행 

기 간 2019.02.01~02.21 

이미지 

   

 

 

 

 



2) SNS 영역 

- 인스타그램 

매 체 인스타그램 

기 간 상시 

내 용 
공식 계정 운영 및 스폰서 광고 진행 

인테리어 타겟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 

이미지 

  
 

 

3) 외부플랫폼/APP 

매 체 오늘의 집, 집데코 

내 용 인테리어 타겟 대상 전시회 개최 안내 

내 용 

 

 



4) 매거진 영역 

매 체 리빙센스, 까사리빙, 메종, 데코저널 

기 간 2019. 2 월호(프리뷰), 4 월호(리뷰) 

내 용 지면광고 진행 및 SNS 채널 내 관련 내용 포스팅 

이미지 

<사전 기획기사 발췌> 

 
 

<리뷰기사 발췌> 

 
<카카오스토리 채널 이벤트 진행> 

 

<인스타그램 포스팅> 

 

 



5) 오프라인 영역 

발송대상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업체/디자이너 

인테리어소품샵 MD 

유통업체 MD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