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2전시장 주최 (주)메쎄이상

주관 (주)메쎄이상,(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윤현상재

미디어파트너 서울문화사 리빙센스, 인테리어브라더스

인테리어산업의 모든 제품이 한자리에 모이며, 꼭 맞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기획과 풍성한 제품

군으로 인테리어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형 전시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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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1 윤현상재 보물창고 

장소 1전시장 5홀 주최 (주)메쎄이상, KINTEX 후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시품목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한 설비 및 제품

미세먼지 및 공기질 측정기ㅣ센서ㅣ공기정화장치ㅣ환기설비ㅣ집진기

공기청정기ㅣ모니터링 시스템ㅣ에어필터ㅣ에어커튼ㅣ방진망ㅣ마스크

산소발생기ㅣ친환경 페인트 및 건축자재ㅣ매연저감∙용 엔진오일 첨가제 등

부대행사 2019 미세먼지 정책설명회
2019 미세먼지관리 우수사례 발표

주요 
브랜드

측정 예보 신코, 나우시스템, 삼영에스앤씨, 에스알티플러스 등

집진 · 저감 티아이씨, 에이피, 디에이피, 코웨이, 듀폰코리아, 청우씨엔티 등

보호 · 대응 더조은, 네오메드 등

원인제거 대화알로이테크, 동기바르네 등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을 위한 신제품, 신기술이 
한 자리에 모인 실내공기 대기환경 전문 전시회

장소 1전시장 1홀 주최 (주)메쎄이상

후원

국토교통부ㅣ경기도ㅣ고양시ㅣ대한건설협회ㅣ대한전문건설협회ㅣ한국건설경영협회ㅣ한국가설협회

한국BEMS협회ㅣ대한산업안전협회ㅣ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ㅣ한국크레인협회ㅣ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ㅣ한국VE연구원ㅣ성균관대학교 자기치유친환경콘크리트센터ㅣ한국비계기술원

대한토목학회ㅣ한국건설관리학회ㅣ한국BIM학회ㅣ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국내 건설기술의 최신 트랜드와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산업현황과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전문 전시회

전시품목 건설장비&어태치먼트ㅣ건설자재ㅣ건설기술&공법ㅣ건설안전&스마트건설

주요
브랜드

마에다크레인코리아, 디케이에스글로벌, 반도스틸, 가설안전이앤씨, 
인터컨스텍, 길교이앤씨, 인영건설, 케이피지, 라이카지오시스템즈코리아

장소 1전시장 1홀 주최 경향신문, ㈜메쎄이상

부동산 투자와 개발, 분양 정보를 비롯, 
2019년 시장전망 및 투자전략을 
제안하는 부동산 전문 전시

전시품목 해외&국내 부동산 개발 및 분양ㅣ스마트시티&부동산 빅데이터

귀농귀촌 지자체 지원 상담ㅣ금융 및 재테크 컨설팅

주요
브랜드

LH한국토지주택공사ㅣSH서울주택도시공사ㅣ한국수자원공사, 

지에스건설ㅣ롯데건설

공간을 이루는 모든제품과 해결책이 한 자리에. 
디자인·시공·마감 전문 정보 뿐 아니라 
성장일로에 있는 인테리어 소비재의 트렌드 제시 및 확산 

스튜디오 전시관

소재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펼치는 디자

인 스튜디오와 함께 전시관을 만듭니다. 

소재의 물성을 탐구하고 감각을 확장하

는 전시를 선보입니다.
전시관ㅣ스튜디오 전시관, 디자이너스무드제품

을 소개합니다.

ISSUE 02 공간디자이너와의 만남

트렌드 파빌리온
국내 정상급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트렌드 파빌리온’ 

에서는 ‘낯설음’을 주제로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 전시를 

선보입니다.
참여 디자이너｜백종환, 혀혁, 김치호, 김석
참여 브랜드｜영진 TIM, 새턴바스, 데스커, 신명마루

홈트렌드&라이프스타일관 

리빙센스가 제안하는 내일의 리빙. 생활을 디자인하는 모온의 오브제 디자인 갤러리와 세련된 모던 프렌치의 정수를 보여

주는 전시가 각각 홈트렌드관&라이프스타일관으로 전개됩니다. 
참여 디자이너 ㅣ 박미진, 문재화

코시드 디자이너스 with 프리미엄 라운지

공간은 설명이 아닌 경험입니다. 디자이너 8인이 만든 전시관은터널 혹은 동굴 같은 여정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우연으로 관람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자이너 ㅣ 최준영, 김경민, 정세영, 김대성, 박은아, 김영우, 이광훈, 김현주 

인테리어 컨설팅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람과 예비 건축주, 창업을 위해 공간 리뉴얼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산, 면적, 취향에 따라 꼭 맞는 전문가를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장소 1전시장 주최 (주)메쎄이상

후원
산업통상자원부ㅣ국토교통부ㅣ환경부ㅣ조달청ㅣ중소기업청ㅣ산림청ㅣ에너지관리공단ㅣ서울특별시ㅣ경기도

고양시ㅣKOTRAㅣ한국토지주택공사ㅣ경기도시공사ㅣ대한건축사협회ㅣ대한건설협회ㅣ한국건설경영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ㅣ한국주택협회ㅣ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ㅣ한국그린빌딩협의회ㅣ한국판유리산업협회

국내 최대 건축 박람회, 경향하우징페어가 코리아빌드로 명칭을 새롭게 합니다. 

전년 대비 약 120% 로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전시회로 도약하는 코리아빌드. 

유럽, 미주,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TOP 건설·건축 전시회’로 성장을 시작합니다! 

ISSUE 01

ISSUE 02

ISSUE 03

홈인테리어 브랜드가 제안하는 2019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By을지로_올룩스

파리 메종&오브제에서 먼저 주목한 국산 조명의 다양한 디자인을 

코리아빌드에서 선보입니다. 을지로 조명 브랜드와 차세대 디자이

너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협업, 이를 통해 탄생한  새로운 조명 제품

을 체험해보세요. 

참여브랜드 ｜ 올룩스 ALLUX (기아조명, 모던라이팅, 유토조명)

디자이너 ｜ 이석우, 오세환, 유화성, 소동호

건축, 건설 분야 특별관 BEST 6

상업공간 병원건축

다양한 상업공간을 구성하는 제품, 

가구, 인테리어 자재 등을 선보이고, 

공간별 최신 트렌드를 제시합니다.

국내 병원 설립 증가 및 대규모화에 따른 

의료시설 시장의 성장 추세를 반영하여 

병원 건축 관련 자재를 집중 조명합니다

AI·Smart Home & Building 욕실주방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국내외 기업들의 

최신 ICT 기술과 건축의 융합으로 미래의 

주거문화를 선보입니다.

소비자들의 홈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수요가 

가장 높은 공간인 욕실·주방의 최신 트렌드와 

제품을 소개합니다.

디지털사이니지&프린팅 전원주택

TV, 인터넷, 모바일에 이어 제4의 미디어로 

주목받는 디지털사이니지와 건축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전원주택 모델하우스를 직접보고 

인테리어 스타일부터 주택설계까지 맞춤형 

전원주택 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설, 건축, 인테리어, 부동산, 미세먼지 대응 분야로
업계 최고의 비즈니스 장

한샘

‘내일의 집’을 테마로 4개의 모델 하우스를 제안합니다. 

신혼부부와 영유아, 초등, 중고등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으로, 트렌드를 녹인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CC홈씨씨인테리어

2019년 신규 패키지 3종 오가닉, 소프트, 트렌디를 

코리아빌드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KCC 컬러&디자인

센터에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 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업데이트 한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윤현 상재 보물창고 ep6. 매트리얼 큐브

소규모 브랜드, 디자이너,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핫한 인테리어 마켓으로 떠오

른 윤현상재 보물창고가 ‘매트리얼 큐브 

(Material Cube)’를 콘셉트로 여섯 번재 

보물창고를 선보입니다. 

윤현상재 기획관

가성비 좋은 소비와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 

만드는 즐거움과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곳.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줄 다섯 개의 즐거운 

기획관을 소개합니다.
기획관ㅣ윤현아울렛, 윤현핸즈, 윤현DIY, 연남방앗간 F&B

일본목재제품이용촉진세미나  1전시장 2층 207호실

주최/주관 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 네오션게이트 후원 ㈜메쎄이상

13:30 ~ 14:20 한국과 일본의 목재문화의 차이 / 질의응답 하노 츠토무 (杷野　努)

14:20 ~ 15:00 일본의 목조건축 / 질의응답 아오키 켄지 (青木　謙治)

15:00 ~ 15:10 휴식시간

15:10 ~ 15:50 미에현의 삼림과 히노키의 이용 / 질의응답 시오자키 히로미치 (塩﨑　弘享)

16:30 ~ 17:00 앙케이트 및 총괄(폐회) 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

극한건축가의 특별한 비밀  1전시장 2층 206A호실

주최/주관 집톡 (사회 : 김시원) 후원 ㈜메쎄이상

13:00 ~ 14:00 공짜 공간 만들기, 7가지 팁 대 공개 이옥정

14:00 ~ 15:00 이런 집도 수리가 되나요? 김현숙

15:00 ~ 16:00 좋은 건축주, 나쁜 건축주, 이상한 건축주 박현근

16:00 ~ 17:00 잠만 자는 집짓기, 진짜? 김성우

2019년 내집마련 전략 세미나 (매입, 신축, 리모델링) 1전시장 2층 207호실

주최/주관 리노하우스, ㈜메쎄이상

13:00 ~ 13:40 부동산 매입 방법과 수지분석 남관현

13:40 ~ 14:10 건축가 선정과 주요설계 포인트 이양재

14:10 ~ 14:40 시공사 선정과 시공감∙리 포인트 김종석

14:40 ~ 15:00 휴식시간

15:00 ~ 15:30 건물매입방법과 설계 포인트 이종민

15:30 ~ 16:00 건물 디자인과 용도 변경 이종민

16:00 ~ 16:30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와 견적 정경복

16:30 ~ 17:00 강의마감∙과 Q&A 이종민

오카야마현산 편백나무(히노끼)를 사용한
목조주택 건축 방법   1전시장 2층 210B호실

주최/주관 오카야마현산 목재판로촉진협의회 후원 ㈜메쎄이상

13:00 ~ 15:00
오카야마현 목재 특징 가와사키 야요이 (河崎 弥生)

오카야마현 주택건축에 대해 다케히사 마사시 (竹久 正)

홋카이도산 목재제품 세미나  1전시장 2층 210A호실

주최/주관 홋카이도산 목재제품판로확대협의회

14:00 ~ 15:00 일본 참가기업 3개 사가 전하는 홋카이도산 목재제품의 좋은 점

일본식 목조축조 주택 건축기술 세미나 1전시장 2층 209B호실

주최/주관 기후현,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후원 ㈜메쎄이상

13:00 ~ 16:30 · 한국형 일본식 프리컷 주택에 대해
· 한국형 중목조 건축의 구조설계에 대해

㈜주택문화사+월간 전원속의 내집 추천 세미나 1전시장내 1층 세미나장

주최/주관 ㈜주택문화사+월간 전원속의 내집 후원 ㈜메쎄이상

13:30 ~ 16:20
화제의 집짓기 건축서, 그 저자들을 직접 만난다

건축주만이 알려주는 집짓기 진실

주택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스마트 하우스의 오늘 그리고 내일 1전시장 2층 208호실

주최/주관 ㈜메쎄이상, 친친디CM그룹 후원 ㈜메쎄이상

14:00 ~ 15:00
상상 그 이상! 

미래형 스마트 IoT하우스의 오늘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스마트 융합가전 CES2018 발표사례)

김병희

15:00 ~ 15:30 질의응답

15:30 ~ 16:30
비 주택회사의 주택시장 점령시대가 온다
(미국 테슬라 홈, 일본 파나소닉홈, 도요타 홈, 

닛산 홈의 스마트 하우스와 비즈니스 모델분석)
서동원

16:30 ~ 17:00 질의응답

그 공간의 성공비법   1전시장내 1층 세미나장

주최/주관 어반플레이, ㈜메쎄이상

13:00 ~ 14:00 공간트렌드 – 공간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트렌드 이향은

14:15 ~ 15:15 Make Money , Make Space 상업공간 기획과 트렌드 안지용

15:30 ~ 16:30 그들만의 감∙각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공간 기획자들
디자인

스튜디오 마움

16:45 ~ 17:45
팝업,공연 등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공간의 대표
홍주석

대한병원시설관리협회 제 1회 정기세미나 1전시장 2층 213호실

주최/주관 대한병원시설관리협회 후원 ㈜메쎄이상

13:00 ~ 17:00 대한병원시설관리협회 세미나

한국목조건축협회 목조건축 세미나 1전시장 2층 212호실

주최/주관 한국목조건축협회 후원
캐나다우드한국사무소, 

한국임업진흥원, ㈜메쎄이상

14:00 ~ 14:10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인사말 강대경

14:10 ~ 15:00 목조건축 설계 사례와 설계시 주의사항 조한준

15:00 ~ 15:10 자재소개: 주거용 마루 SPC 일육우드

15:10 ~ 16:00 목구조의 구조흐름 및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 이해 김각경

16:00 ~ 16:10 자재 소개: 타이벡 프로텍 지붕 방수시트, 타이벡 파이어커브 고려신소재산업

16:10 ~ 17:00 목조건축 민간 감∙리(5-Star 품질인증) 및 수퍼-E 인증제도 소개 박정로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스틸하우스 세미나 1전시장내 1층 세미나장

주최/주관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후원

㈜메쎄이상,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구조
기술사회 등

13:30 ~ 16:20 스틸하우스 세미나 / 로드쇼 추진 계획

건설자재 특판영업 전문가 교육  1전시장 2층 208호실

주최/주관 테크넷21 후원 ㈜메쎄이상

13:00 ~ 16:00

* 건설자재 특판영업의 기본전략 

* 구매담당자가 인지하는 영업담당자의 모습들 

* 구매담당자와의 첫 상담시 시간할애 방법 

* 효율적인 거래처 방문일자, 요일, 시간  

* 구매자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 사례 

* 구매담당자의 업체선발시 심리적 기준 

* 구매자에게 영향력 큰 사람들

양규영

2019 고양시-코리아빌드 도시재생 협업 세미나 1전시장 2층 205호실

주최/주관 고양시도시재생센터, ㈜메쎄이상 후원 ㈜메쎄이상

13:30 ~ 14:10 등록 및 자료집 배포 / 포럼안내 및 참석자 소개

14:10 ~ 14:25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개회사, 환영사) 이재준, 김홍종

14:25 ~ 14:45

주
제
발
표

2019년 고양시 도시재생 정책방향 정광섭

14:45 ~ 15:05 뉴타운 출구전략으로서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향 구자훈

15:05 ~ 15:25 고양시 사회주택 공급모델  및  적용 방안 남철관

15:25 ~ 15:40 휴식시간 / 토론준비

15:40 ~ 16:40 패널
토론

분야별 전문가 토론

16:40 ~ 17:20 질의응답 및 폐회

한국의 패시브하우스 기술과 건축주 사례 발표 1전시장 2층 205호실

주최/주관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후원 ㈜메쎄이상

11:00 ~ 11:40
한국형
패시브
하우스
건축물
기준

해설 및
공공건축 
인증사례

한국 패시브건축협회 인증기준 해설 및 프로세스 오대석

11:40 ~ 12:10
목구조의 습열환경분석을 통한 인증
사례 (벽체내부 결로 및 곰팡이 검토)

이정훈

12:10 ~ 12:30 공공 건축물 패시브하우스 인증사례 김태룡

12:30 ~ 13:00 질의응답

14:30 ~ 15:10

패시브

하우스에서

살아보니 

-건축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청양군 제로에너지하우스 (3.0리터)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제로에너지 하우스 구현”

김대원

15:10 ~ 15:40
세종시 람다하우스 (1.5리터) 

“이마로 못박기-꼼꼼한 건축주와 건축가의 콜라보”
손태청

15:40 ~ 15:50 휴식시간

15:50 ~ 16:20
PANGYO HOUSE 

“폭염에도 에어컨 없이 산다! 제로에너지 도전!”
정광호

16:20 ~ 17:20 질의응답 / 마무리 & 폐회

2.23(토)

더존하우징 주택건축 세미나  1전시장 3층 303호실

주최/주관 더존하우징 후원 ㈜메쎄이상

14:00 ~ 15:30 시공관련 기초토목공사,감∙리사례들,사후관리 등

유종성, 윤세진, 박상기
15:30 ~ 16:00

공법에  따른 건축예산  및  
공사기간등  일반정보  제공

2.24(일)

극한건축가의 특별한 비밀 1전시장 2층 206A호실

주최/주관 집톡 (사회 : 강주형, 이재혁) 후원 ㈜메쎄이상

13:00 ~ 14:00 극한대결!! 전원주택 vs 도심주택 문영아

14:00 ~ 15:00 공간다양화, 10가지 아이디어 강제용

15:00 ~ 16:00 3가지 맛 집이야기 최성호

16:00 ~ 17:00 집짓기, 가족탐험의 시간 강미현

2019 내화건축자재 세미나 (내화건축자재의 현재와 미래) 1전시장 2층 210호실

주최/주관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후원 ㈜메쎄이상

10:50 ~ 11:00 내화구조
인정교육

협회소개 안형진

11:00 ~ 12:00 내화구조인정 품질관리 교육 옥치열

13:30 ~ 14:00
화재
안전

연구단
성과 
및

제도화
전략

화재안전연구단 개요 및 추진방향 김흥열

14:00 ~ 14:30 방화문의 현장품질관리 개선방안 최동호

14:40 ~ 15:10 내화구조인정 및 설계제도 선진화 방안 여인환

15:10 ~ 15:40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개선연구 심재웅

15:40 ~ 16:10 실대형 외장재 시험방법 국내도입을 위한 제도화 현황 채승언

2.21(목)

건축 외피의 안전과 에너지절감에 대한 신기술 세미나  1전시장 2층 205호실

주최/주관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파사드협회 후원 ㈜메쎄이상

13:30 ~ 14:00 인사말씀 및 귀빈소개

14:00 ~ 14:40 주제발표

14:40 ~ 15:00 Energy and CO2 Savings by Implementing Energy-Efficient Warm Edge

15:00 ~ 15:25 패시브하우스용 창호 소개

15:25 ~ 15:50 능동형 직사광량 조절유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

15:50 ~ 16:05 휴식시간

16:05 ~ 16:30 태풍 및 지진발생시의 유리파손에 의한 안전사고 대비방안

16:30 ~ 16:55 방화지구 내 Curtain Wall Solution

16:55 ~ 17:20 건축 외피의 내진 시험 방법

17:20 ~ 17:30 경품 추첨 및 폐회

2.22(금)

일본건축시장 동향분석 및 건축자재의 공업화  1전시장 3층 302호실

주최/주관 M·T·THREE Co.,Ltd, 아주엠씨엠 후원
일본셔터/도어협회, 

일본건축리모델링협회

14:00 ~ 16:00 아주엠씨엠 세미나

2019 일본목재수출상담회  1전시장 2층 207A호실

주최/주관 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 네오션게이트 후원 ㈜메쎄이상

10:00 ~ 15:00
2019일본목재수출상담회 일본측 참가기업

(에요미 세이자이 주식회사, 나이스 주식회사, 중앙목재시장 주식회사, 하노상점 주식회사)

2019 내화건축자재 세미나 (내화건축자재의 현재와 미래) 1전시장 2층 207A호실

주최/주관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후원 ㈜메쎄이상

13:00 ~ 14:10 장수명 공동주택 · 기술 그리고 미래 김수암

14:10 ~ 14:50 내부마감∙재료 활용 방안(석고보드) 유택동

14:50 ~ 15:30 내부마감∙재료 성능 비교연구(석고보드) 최동호

대한민국 도시재생 세미나 1전시장내 1층 세미나장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메쎄이상 후원 ㈜메쎄이상

14:00 ~ 14:50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방향 김이탁

14:50 ~ 15:40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소개와 성공 사례 강맹훈

2019년 친환경차양협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1전시장 3층 305호실

주최/주관 친환경차양협회 후원 ㈜메쎄이상

15:00 ~ 17:00 정기총회 및 세미나

더존하우징 주택건축 세미나  1전시장 3층 303호실

주최/주관 더존하우징 후원 ㈜메쎄이상

14:00 ~ 15:30 주택설계 관련 디자인,건축법,내진설계 등
유종성, 윤세진, 박상기

15:30 ~ 16:00 공법에  따른 건축예산 및 공사기간 등 일반정보 제공

2.20(수)

베트남 건설 동향 및 부동산 시장 진출 설명회 1전시장내 1층 세미나장

주최/주관 베트남 대사관, ㈜메쎄이상

13:30 ~14:30 베트남 경제 동향, 건축시장, 부동산 시장

14:30 ~15:00 질의응답

코리아빌드

가이드맵 GUIDE MAP

문의 주최코리아빌드ㅣTel 1577-6695  E-mail koreabuild@esgroup.net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ㅣTel 1688-7020  E-mail indko@esgroup.net 

코리아빌드위크 입장권으로 

5개 전시회 모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장 연결로
도보 5분 소요

5  E X H I B I T I O N S

 www.koreabuild.co.kr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차량 이용 시
주차 킨텍스 1-2전시장 전용 주차장 이용
요금 기본 30분 1,5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 일일요금 12,000원
문의 주차관리사무실  031-995-8265(제1전시장) / 031-995-7265(제2전시장)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3호선 대화역 2번출구 이용, 킨텍스와 도보 10분 소요

교통 안내입장 안내

킨텍스 1전시장

1-5홀 입구로 입장

킨텍스 2전시장

7홀 입구로 입장

셔틀 버스 이용 시 셔틀버스 운행 시간 및 간격

서울역 출발 잠실역 출발 서울역 행 잠실역 행

첫차 9:00 8:30 11:00 10:40

막차 15:40 15:10 18:30 18:30

운행간격 40분 50분 40분 50분

경유지 신용산역 / 합정역 삼성역 신용산역 / 합정역 삼성역

사전등록자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으로 전시회 무료 관람을 신청한 경우

초청장 
소지자

종이·모바일 초청장을 소지한 경우 (명함 제출 시 빠른 입장 가능)

현장매표자 현장에서 매표 후 입장하는 경우 (1매당 1만원)

ES비즈매칭 
서비스

ES비즈매칭 서비스는 코리아빌드위크에 참가하는 

바이어와 참가기업 간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

그램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참가기업과의 

미팅 일정을 확정하신 바이어 분들은 참가기업 부스로 

내방하시어 미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현장 미팅

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정ㅣ2019.2.20(수) – 2.22(금), 3일간

장소ㅣ코리아빌드위크 전시장 내 참가기업 부스

문의ㅣ코리아빌드 사무국 02-6121-6400

서비스 이용 절차 
(코리아빌드 홈페이지 www.koreabuild.co.kr 접속)

2.23(토)
윤현상재 아카데미 2전시장 7-8A홀내 컨퍼런스룸 B 

11:00 ~ 12:20 셀프 인테리어, 용기 있는 시작 신민재

12:40 ~ 14:00 홈 인테리어 콘셉트와 스타일링 노하우 유미영

14:20 ~ 15:30 자서도 잘하는 타일 시공의 모든 것 이준섭

15:50 ~ 17:00 환경을 생각한 셀프 페인팅 심재현

2.24(일)
셀프인테리어 클래스 2전시장 7-8A홀내 컨퍼런스룸 B 

11:00 ~ 12:00 플로리스트가 알려주는 플랜테리어로 집꾸미기 조희정

13:00 ~ 14:00 돈버는 홈 인테리어 스쿨 태은영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위크 2전시장 7-8A홀내 컨퍼런스룸 B

10:30 ~ 11:40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철학을 담은 상업공간 디자인 김종완

12:00 ~ 13:10 인테리어 스타트업의 비전  윤소연

13:40 ~ 14:50 산업디자이너가 바라보는 사물의 시각 이석우

2.22(금)
비즈니스 컨퍼런스 2전시장 7-8A홀내 컨퍼런스룸 A

12:30 ~ 13:20 더 나은 경험을 위한 브랜드와 공간의 연결 김지훈

14:30 ~ 15:20 통합적 공간디자인 시대, 디자인 가치의 스펙트럼 최재영

16:00 ~ 16:50 공간을 통해 느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 송승원, 조윤경 

2.21(목)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위크 2전시장 7-8A홀내 컨퍼런스룸 B

10:30 ~ 11:40 건축과 컨텐츠 양진석

12:00 ~ 13:10 셀렉트 다이닝과 리딩테인먼트 공간의 만남 손창현

13:40 ~ 14:50 소셜 스페이스로서 가구 쇼룸이 제시할 요소  최정원

프로페셔널 컨퍼런스 2전시장 7-8A홀내 컨퍼런스룸 A

10:30 ~ 11:20 우리 라이프스타일의 큰 변화, 스마트 커넥티비티 박선영

12:30 ~ 13:20 리조트, 호텔 설계에서의 놓치지 말아야 할 콘셉트 백수흠 

14:30 ~ 15:20 자유롭고 예술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건축과 제안 김개천

15:40 ~ 16:30 인테리어 소비시장의 딥러닝 키워드 권택규

스몰톡 라운지 2전시장 7-8A홀내 프리미엄라운지

13:00 ~ 13:40 [테크닉] 컬러 테크닉 키우기, 공간 컬러 배색과 기획 최종석

14:00 ~ 15:00 [소재] 타일의 가치에 대한 변화 최하영 

15:30 ~ 16:20
[좌담] 디자이너가 인정한 디자인, 골든스케일디자인어워드 

수상작을 통해 살펴본 공간 트렌드
2018 골든스케일

디자인어워드 수상자

2.20(수)
비즈니스 컨퍼런스  2전시장 7-8A홀내 컨퍼런스룸 A

10:30 ~ 11:20

북유럽의 지속가능한 공간 디자인(GV포함)

패이비 메우로넨(Päivi Meuronen)

11:30 ~ 12:20 빌레 하라(Ville Hara)

12:20 ~ 12:50 김윤미

14:00 ~ 14:50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설계 방법 마스 아를린 쇠보르(Mads Arlien-Søborg)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위크 2전시장 7-8A홀내 컨퍼런스룸 B

10:30 ~ 11:40 거의 공간에 불어넣는 생명 장진우

12:00 ~ 13:30 도시 공간 재생 사례 분석 1 -지역 사회 이야기가 담긴 신진말 프로젝트
심기보

성훈식

14:00 ~ 15:10 도시 공간 재생 사례 분석 2 -지역 노포와 상생하는 개항로 프로젝트
권순만

이창길

스몰톡 라운지 2전시장 7-8A홀내 프리미엄라운지

13:00 ~ 13:40 [테크닉] 컬러 테크닉 키우기, 공간 컬러 배색과 기획 최종석

14:00 ~ 15:00 [소재] 타일의 가치에 대한 변화 최하영 

15:30 ~ 16:20
[좌담] 디자이너가 인정한 디자인, 

골든스케일디자인어워드 수상작을 통해 살펴본 공간 트렌드
2018 골든스케일

디자인어워드 수상자

2.22(금)
가설공사 안전과 품질확보 방안 1전시장 2층 209호실

주최/주관 한국비계기술원

14:00 ~ 16:00 주제발표

친환경 콘크리트 & 스마트건설재료 포럼 1전시장 2층 209A호실
주최/주관 성균관대학교 자기치유친환경콘크리트센터

13:00 ~ 17:00 주제발표

BEMS구축 및 운영관리 세미나 1전시장 2층 211호실
주최/주관 한국BEMS협회

14:00 ~ 17:00 주제발표

건축환경 성능 향상을 위한 건축기술 세미나 1전시장 2층 208A호실
주최/주관 한국건설관리학회(건설환경위원회)

14:00 ~ 16:00 주제발표

VE를 통한 내 집 가치 향상 1전시장 2층 211호실
주최/주관 한국건설관리학회(VE/LCC위원회) / 한국VE연구원

14:00 ~ 18:00 주제발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1전시장 2층 208B호실

주최/주관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14:00 ~ 17:00 주제발표

슈퍼콘크리트, 
건축·인프라 시설물의  새 길을 열다! 1전시장 2층 213호실

주최/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13:00 ~ 14:00 주제발표

건설산업에서 4차산업 DEVICE와 BIM 1전시장 2층 206호실
주최/주관 한국BIM학회

14:00 ~ 17:00 주제발표

2.21(목)
2019 미세먼지 정책설명회 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

주최 세계맑은공기연맹, 환경일보

주관 ㈜메쎄이상 l 킨텍스 l (사)한국실내환경협회 l (사)환경정보연구센터

후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l 환경부 l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l 한국대기환경학회 l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세계기상기구(WMO) l 미국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

10:00 ~ 13:00 클린에어엑스포 참관

13:30 ~ 14:00
접수 및 등록

사회 : 홍천상 세계맑은공기연맹 사무총장 (한국외국어대 교수)

14:00 ~14:05 개회·환영사 박원훈 세계맑은공기연맹 이사장

14:05 ~14:30 축사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룰라프 브런치에스(Dr. Roelof Bruintjes) 세계기상기구(WMO)
대기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및 미세먼지정책설명    
좌장 : 정용원 한국대기환경학회 고문

14:40 ~15:10 기조연설
“4차산업혁명은 환경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15:10 ~15:40 정책설명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미세먼지 정책 토론회     
공동좌장 : 김윤신 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 (건국대 석좌교수),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16:00 ~ 17:30

· 조영민 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경희대 교수)
· 이미옥 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대표
·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

·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 최유진 서울연구원 박사
· 김영성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 황동언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

2.22(금)
2019 미세먼지관리 우수사례 발표 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 

주최 세계맑은공기연맹, 환경일보

주관 ㈜메쎄이상, 킨텍스, (사)한국실내환경협회, (사)환경정보연구센터

후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세계기상기구(WMO), 미국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

10:00 ~ 10:30
접수 및 등록

사회 : 홍천상 세계맑은공기연맹 사무총장 (한국외국어대 교수)

지자체 미세먼지관리 우수사례 발표 
공동좌장 :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차성일 한국공기청정협회 전무이사

10:30 ~11:30

고양시 안동수 스마트도시팀 팀장

밀양시 이종황 환경관리과 과장

영동군 박범준 환경관리팀 주무관

강원도 신광문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1:30 ~13:00 점심식사 및 클린에어엑스포 참관

해외 정책 · 기술 사례 발표 
공동좌장 : 김조천 그린패트롤사업단장 (건국대 교수), 노철언 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인하대 교수)

13:30 ~15:00

특별강연 세계의 대기와 기후변화
세계기상기구 대기기후변화위원회 룰라프 브런치에스 위원장 (Dr. Roelof Bruintjes)

미국
인공강우 / 미국 노스다코다대 데이빗 델렌 교수 (Dr. David Delene)

기후변화와 인공강우 / 미국WMI 닐 브래킨 대표 (Neil Brackin)

핀란드

Viewpoints on Finnish Indoor Air Quality Control – 
Enablers, Practices, and Solutions 

VTT 핀란드국립기술연구소 아이모 타이팔레 선임연구원 (Aimo Taipale)

실내미세먼지 환기기술 / 할톤 코리아 박종혁 과장

네덜란드 대기기술현황 / 네덜란드대사관 이주원 상무관 

한국 미세먼지 정책개발을 위한 기후 기술정보활용 / 녹색기술센터 김지환 박사

국내기업 미세먼지관리 우수사례 발표 
공동좌장 : 손종렬 고려대 교수,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장

15:20 ~17:00

공기청정 시스템 삼성 / 이기섭 수석연구원

공기청정 시스템 LG / 박형호 박사

공기청정 시스템 코웨이 / 김종철 박사

공기청정 시스템 하츠 / 박철홍 상무

IoT기반 미세먼지관리 드웰링 / 김준영 수석연구원

IoT기반 미세먼지관리 힘펠 / 이관철 수석연구원

17:00 ~17:10 우수 지자체 및 기업 표창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클린에어엑스포

2.20(수)
T-Port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보수공법 vs 기타공법 비교 1전시장 2층 207호실

주최/주관 케이피지

11:00 ~ 12:00 주제발표

2.21(목)
크레인 안전기술 세미나 1전시장 2층 209B호실

주최/주관 한국크레인협회

13:00 ~ 17:00 주제발표

Smart Construction & IoT 현황과 전망 1전시장 2층 207호실
주최/주관 코오롱베니트

13:00 ~ 14:00 주제발표

디지털트윈을 이용한 재난안전관리 제도 개선 
및 재난감지 / 대피경로 시스템 1전시장 2층 211호실

주최/주관 한국건설관리학회(건설IT/자동화위원회)

13:00 ~ 16:00 주제발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방안 1전시장 2층 208B호실

주최/주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4:00 ~ 16:00 주제발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1전시장 2층 205호실

주최/주관 한국가설협회

14:00 ~ 17:00 주제발표

건설공사 안전성 확보방안 1전시장 2층 208A호실
주최/주관 대한산업안전협회

13:00 ~ 16:00 주제발표

인터컨스텍 기술세미나 1전시장 2층 207호실
주최/주관 인터컨스텍

14:00 ~ 16:00 주제발표

대한민국건설산업대전

2.21(목)
제이피케이 세미나   1전시장내 2층 211호실

주최/주관 제이피케이리얼티 후원 경향신문, ㈜메쎄이상

10:00 ~ 11:00 갭투자로 시작해서 건물주되기 제이피케이리얼티

11:00 ~ 12:00 부동산투자 성공하려면 "빠른 증여"가 답이다 제이피케이리얼티

2.23(토)
경향부동산페어 부동산정책, 세무세미나 1전시장내 2층 211호실

주최/주관
경향부동산페어, 제이피케이리얼티,

어니스트펀드, 우영도시건설, 공정건축
후원 경향신문, ㈜메쎄이상

10:30 ~ 12:00 2019 부동산 시장전망과 대응방안 KB국민은행 박합수위원

12:00 ~ 13:00 돈되는 부동산은 따로있다 제이피케이리얼티

13:00 ~ 14:00
부동산투자 성공하려면 
"빠른 증여"가 답이다

제이피케이리얼티

14:00 ~ 15:00 부동산 대안금융: P2P금융 어니스트펀드

15:00 ~ 16:00
역세권 토지투자, 

전철 개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노려라
우영도시건설

16:00 ~ 18:00 집 짓기로 돈 벌어볼까 공정건축

2.22(금)
제이피케이 세미나   1전시장내 3층 304호실

주최/주관 제이피케이리얼티, 우영도시건설 후원 경향신문, ㈜메쎄이상

13:00 ~ 14:00 3기 신도시로 돈 벌기 제이피케이리얼티

14:00 ~ 15:00 부동산투자 성공하려면 "빠른 증여"가 답이다 제이피케이리얼티

15:00 ~ 16:00
역세권 토지투자, 전철 개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노려라
우영도시건설

2.24(일)
경향부동산페어 부동산정책, 세무세미나 1전시장내 2층 211호실

주최/주관
제이피케이리얼티, 경향부동산페어,

대정하우징엔
후원 경향신문, ㈜메쎄이상

11:00 ~ 13:00 2019 부동산 뜨는 지역 vs 지는 지역 제이피케이리얼티

13:00 ~ 15:00 부동산 트렌드를 제대로 꿰뚫는 법 KB국민은행 박원갑위원

15:00 ~ 18:00 귀농귀촌 수익형 마을과 곤충사육유통 대정하우징엔

경향부동산페어

2.20(수)
듀폰코리아 세미나 1전시장 3층 302호실

주최/주관 듀폰코리아

14:00 ~ 15:30 듀폰 Xavan    (자반)의 마스크 적용 사례



ㅣ공간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ㅣ

전시 일정ㅣ전시 일정
문의 코리아빌드(경향하우징페어)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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