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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빌드 X 강남인테리어디자인위크]
REMIND 강남인테리어디자인위크, 쇼케이스 스트릿으로 선보입니다.

강남 인테리어디자인위크

지난 5월, 강남 학동로에서 펼쳐졌던 거리축제 GANGNAM INTERIOR DESIGN WEEK,

인테리어 디자인 영감부터 제품을 선보였던 브랜드가 8월 코엑스에서 제품 쇼케이스로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강남인테리어디자인 스트릿 참여 제품을 온라인에서 특가에 만날 수 있는 3일간의 찬스!

전시기간 중 각 브랜드 별 1시간씩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이벤트 판매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제품 LINE-UP과 할인이벤트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확인하세요.

라이브계정   shoppinglive.naver.com 에서 [인테리어디자인위크] 검색

BODYFRIEND

바디프랜드와 함께, 10년 더! 건강하게

기술/디자인 연구소와 메디컬 R&D에 이르는 융합 R&D센터를 설립해 200여 명의 

연구진이 고객의 건강을 디자인하는 글로벌 No.1 헬스케어 그룹 바디 프랜드입니다.

전시제품 안마의자 코닉
제품문의 02.3448.8980

8/14 SAT 11:00

OLGODA

옳고, 곧고, 다른 마루

고강도 내수 코어재 올코어로 찍힘에 5배 강한 옳은 제품 .

40년 목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정직하고 곧은 마음, 국내 최초로 마루 시공 후 

까지 케어하는 다른 서비스 옳고, 곧고, 다른 올고다 마루 입니다.

올고다 시그니처는 천연 나무를 정성스레 깎은 원목 단판에  올고다만의 

유니크한 색감을 입혀 나뭇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마루 입니다.

올고다의 품질 기준을 통과한 고급 수종으로만 제작되며, 인위적이지 않은 나무 

고유의 자연스러움과 고급스러운 색감이 특징 입니다.

전시제품 올고다 시그니처
제품문의 1661.0999

COCOMOI

리빙브랜드 (주)코코모이는 해외에서 셀렉한 스타일리시한 수입 브랜드와 자체 

제작한 브랜드를 함께 선보인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그리고 딸에게 남기는 추억 

가득한 빈티지 가구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빈티지 고가구 외에도 앤티크 조명, 

로맨틱한 프릴 디자인의 쿠션이 놓인 카우치, 프랑스 가정집에서 볼법한 고풍스런 

테이블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전한다. 또한 직접 제작한 홈웨어와 

레디투어는 뉴트럴한 컬러의 내츄럴한 스타일이 특징으로 일상 속 편안함을 

강조했으며, 내츄럴한 웨어에 매칭해 더욱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이색적이고 감각적인 스카프, 가방, 신발 등을 수입하여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토탈 스타일링을 책임 지고 있다.

전시제품 홈웨어, 패션의류, 엔틱가구, 인테리어소품
제품문의 02.541.6762

ROVA

주식회사 로바는 에어로젤 응용제품 전문 기업으로 건축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단열, 차열, 방음, 내열, 내화와 같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에어 로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로바쉴드 에어로젤 단열페인트는 ‘실리카 에어로젤 (SiO2)’이 주원료인 수성 

단열 페인트입니다. 에어로젤의 대표 성능인 우수한 단열성능과 내수성을 확보한 

페인트 제품으로, 단열이 취약한 건축물이나 산업 설비에 적용하여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해 결로와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사계절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페인트입니다.

전시제품 로바쉴드 에어로젤 단열 페인트
제품문의 02.796.8440

DRIADE

"실험정신이 없는 작업은 작업이 아니다.” - 엔리코 아스토리, 드리아데 설립자

드리아데는 이태리 가구계의 조커 카드와도 같은 매우 독창적인 브랜드로, 특히 

가구 이외에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 및 테이블웨어까지 보유한 종합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입니다. 1968년에 설립된 드리아데는 유럽 디자인가구 시장의 하이 럭셔리 

부문에서 단시간 안에 높은 인지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드리아데 컬렉션들은 그 

무엇 하나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아데는 

다양한 소재와 구조적인 도전을 통해 가구를 만듦으로써 실험정신에 대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50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다양성과 실험정신에 대한 철학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전시제품 드리아데 롤리폴리 암체어
제품문의 02.514.0555

8/13 FRI 17:00

BONEST

BONEST, for making your life better, 

공간을 아름답게 생활을 편안하게

새로운 생각과 혁신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웜&쿨 기능을 

바탕으로 기존 소파의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을 주는 

어반 라이프 스타일의 소파 브랜드 보네스트입니다

전시제품 [보네스트×양태오] 태오양 3인 소파
제품문의 02.3448.2067

KOHLER

미국 위스콘신에 본사를 둔 KOHLER 는 “대담함” “Bold”를 기업철학으로, 1873년 

설립이후 148년에 걸쳐 디자인 및 제품 혁신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콜러의 제품은 주방과 욕실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 받아 , 미국의 

백악관, 두바이 부르즈할리파 등 전세계 유수의 호텔, 건물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라호텔, 워커힐등 특급호텔, 목동 트라팰리스, 반포 자이 등 주상 

복합과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으며, 콜러쇼룸에서 리테일고객과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8/12 THU 17:00

8/14 SAT 15:00

8/13 FRI 15:00

BALTA

카펫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벨기에 브랜드로 세계 100여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주재료는 POLYPROPYLENE으로 고퀄리티의 러그 생산을 

추구하며, VISCOSE Carpet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합니다. 또한, 50년 이상의 

지속적인 품질보증을 제공하여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도 높은 기업입니다. 자체 

적인 생산부서가 있어 다양한 니즈에 맞춘 디자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주거 및 

상업공간을 위한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디자인부터 현대적인 모던 디자인까지 

제품 라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블콜렉션은 발타 브랜드의 루나, 센싱, 비비드 라인을 독점으로 직수입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시제품 LUNA , SENSING, VIVID 카페트
제품문의 02.541.4700

전시제품 BRAZN TOILET & BASIN   Faucet Vibrant Brushed Moderne Brass Finish  
                   브라즌 양변기 & 세면기 , 2MB 컴포즈드원홀수전
제품문의 콜러 쇼룸(서울 강남구 학동로 172 1F) / 02.3443.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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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건축 전시회

승하차 위치  

코엑스 - 코엑스 남2문 앞

학동역 - 학동역 2번 출구 주변

국내 최대 건축 전시회 코리아빌드에서는 건축 관련 제품과 

건축/건설 기술을 총망라하여 선보입니다.

인테리어디자인특별관에서는 공간을 구성하는 인테리어 

자재와 가구, 소품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리조트, 

숙박산업 전문 전시회 호텔페어가 동시개최 됩니다.
1600-5340

www.koreabuild.co.kr

코엑스 ↔ 학동역 

셔틀버스 운영 

(60분 간격)

CATEGORY

ADDRESS 

TEL

Carpet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4-27

02.3442.5355

�

�

CATEGORY

ADDRESS

TEL 

Furniture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4-19

02.516.2617

�

CATEGORY

ADDRESS 

TEL

CATEGORY

ADDRESS

TEL 

Interior, Furniture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26

02.542.8558

�

CATEGORY

ADDRESS

TEL 

Tile, Flooring, LVT, Etc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81, B1

070.7775.5568

�

CATEGORY

ADDRESS

TEL 

Flooring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8-9

031.766.0700

�

CATEGORY

TEL 

Fabric

02.6447.1221

�

�

Marble Furniture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16

02.215.4416

CATEGORY

ADDRESS

TEL 

Paint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12 
포스트빌101호

02.6925.3222

SHUTTLE BUS

[학동로 브랜드 이벤트]
8/12(목)~15일(일) 전시기간 동안  펼쳐지는 또 하나의 거리 페스티벌!

학동로에서는 다양한 인테리어 브랜드가 쇼룸(매장)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코엑스에서 쇼케이스 스트릿이 전시되는 동안, 학동로에서는 8개의 브랜드가 각 쇼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인테리어 가구부터 마루, 패브릭, 페인트 등 핫한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을 만나러 오세요.

코리아빌드에 방문한 관람객은 쉽게 학동로를 연계 방문할 수 있도록 전시 4일간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버스 시간은 오른쪽 셔틀버스 시간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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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승차 시간표

코엑스
코엑스 남2문 앞

학동역 2번 출구 
논현동우체국 앞

10:00 10:20

11:00 11:20

12:00 12:20

13:00 13:20

14:00 14:20

15:00 15:20

16:00 16:20

17:00 17:20

1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