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기업 마케팅 
지원 매뉴얼 



참가기업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사무국 ㈜메쎄이상입니다. 

 

먼저 참가기업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매뉴얼은 전시회 참가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숙지하시어 성공적인 전시회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하고 진행되는 전시회 특성 상  

명시된 일정 및 절차의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마감일정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가기업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사무국 ㈜메쎄이상 

TEL. 02-6121-6430 ㅣ EMAIL. indko@esgrou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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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시회명 
(국문) 2022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영문) 2022 Interior Design Korea 

 
• 전시기간 

2022년 3월 3일(목) ~ 6일(일), 4일간 
10:00 ~ 18:00 (입장마감 17:30) 

 
• 장소: 일산 킨텍스(KINTEX) 1전시장 전관 
 
• 주최 : (주)메쎄이상 

 
• 문의처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사무국 ㈜메쎄이상 
Tel. 02-6121-6430 ㅣ Fax. 02-6121-6401  
Email. indko@esgruo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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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개요 



온라인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를 통해 필수 서류 제출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기업은 필히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01 온라인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로그인 
 

      https://exhibitor.messeesang.com/indko/ 

* 계정 분실 시, 사무국으로 문의 (Tel.02-6121-6430) 
** 비밀번호는 [내정보수정]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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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https://exhibitor.messeesang.com/koreabuild/
https://exhibitor.messeesang.com/koreabuild/
https://exhibitor.messeesang.com/koreabuild/
https://exhibitor.messeesang.com/koreabuild/


2. 온라인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02 온라인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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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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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노출 회사명 등록 2월 18일(금)까지 등록 

2. SMS 초청 발송 상시 
※ 추가발행 요청 시 사무국 연락 

3. 온라인 제품등록(링크온)  
    바로가기 

상시 
※ 조기 등록할 수록 노출증가 

※ 전시회 종료 후에도 노출 지속 

※ 주요 기능 및 제출 일자 ※ 



‘공식노출 회사명 등록’, ‘참가기업 출입증 신청’ 은  
필수 사항입니다. 필히 등록/신청해주십시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구분 내용 기한 비고 

공식 노출 회사명  
등록 

부스배치도, 간판명 등
에 사용할 회사명 기입 

~ 2월 18일(금) 

홍보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제품 등록 
(링크온) 

상시 
※ 조기등록 할 
수록 노출증가 

SMS 초청장 상시 

보도자료 배포 
매주 금요일 15시 
(이후 일괄 배포) 

※지원 종료※ 
2월 25일(금) 

전시회 개 · 폐막 

개막 
3월 3일(목) 

10 : 00 

참가기업은 
오전 8시부터 

입장 가능 

폐막 
3월 6일(일) 

18:00 
※엄수※ 

18시 이후 철거 

2. 온라인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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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 입력한 기업명 또는 브랜드 명은 부스배치도, 현황판, 상호간판 (조립부
스) 등 모든 홍보물에 적용됩니다. 
 

- 미제출시 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로 반영됩
니다. 
 

- 주식회사, ㈜ 등의 회사유형 명칭은 생략됩니다. 
 

- 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사무국을 통해 수정 요청 바랍니다. 

국문, 영문 
기업명 또는 브랜드명 

작성완료 클릭 후 
수정 불가 

*사무국 별도 요청 

8 

3. 참가기업 필수 신청 사항 

01 공식 노출 회사명 등록( *2월 18일까지 등록) 



참가기업의 전시 사전 홍보 지원을 위해, 기업 담당자가 직접 발송할 수 있는 
SMS 초청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송 방법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참가기업 SMS 초청장 발송 수량은 기업당 500건입니다. 

- 발송 문자에는 ‘참가기업명’도 함께 기재됩니다. 

- 리스트 등록을 통한 대량 발송도 가능합니다. 

- 기본 제공 이상의 수량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국에 연락 바랍니다. 

- 전시회 개최 중에도 발송 가능합니다. 

STEP 01  발송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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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01 SMS 초청장 발송 



클릭해서 항목 추가(10건까지 가능) 

STEP1. 10건 이상 대량 발송 시 
양식 다운로드 

STEP2. 파일 내 <주의사항> 
확인 후 기재 

※ 정확한 번호 기재 

STEP3. 엑셀 파일에 번호 기재 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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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STEP 02  발송 번호 입력 



참가기업 및 제품 정보가 전시회 홈페이지 및 국내 최초 동영상 기반 B2B 
중개 플랫폼 ‘링크온’ 페이지에서 노출됩니다. 자세하게 기입할 수록 바이
어와의 미팅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제품 등록 시 등록된 영상이 많을수록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
니다. 기업 소개 영상 혹은 제품/서비스 홍보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
체는 동영상 촬영 및 제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 기본 서비스 
 
 
 
 
 
* 자주하는 질문사항 
 

Q : 온라인 제품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 [첨부] 온라인 제품등록(링크온) 매뉴얼 참고 부탁 드립니다. 
 
Q : 기업 소개 영상을 전시 현장에서 촬영하고 싶어요.  
      관련 서비스가 있나요? 
A : [첨부] 링크온 영상제작 서비스 소개서  참고 부탁 드립니다. 
 
 
 

프리미엄 영상촬영 1,000,000원 

기존 소스(사진, 영상) 편집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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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02 온라인 제품 등록 (링크온)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사무국에서는 참가기업의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배
포를 진행합니다. 전시회에 소개할 제품, 기술 및 회사 관련 보도자료를 접
수해 주시면 온라인 매체사를 통해 배포 예정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노출] 

- 노출채널: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미디어 파트너사 

- 신청기간: 매주 금요일 15시까지 (최종 마감은 2월 25일) 

- 배포기간: 신청 날짜 차주 월~수요일 중 

- 신청방법: 보도자료와 이미지 1개를 메일(indko@esgroup.net)로 접수 

- 배포 예시 

※유의사항※ 
- 보도자료 분량은 A4 2장 내외(글자 크기 10~12p)입니다. 
- 보도자료는 1회에 한해 배포됩니다. 
- 매체사 상황에 따라 기사는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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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03 참가기업 보도자료 배포 안내 

mailto:khf@esgroup.net
mailto:khf@esgroup.net
mailto:khf@esgroup.net


참가기업 사업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회 
참가를 알릴 수 있는 ‘사업장 게시용 홍보 현수막’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 제공규격: 3mX1m, 5mX1.5m (가로 세로 순) 

- 설치장소: 참가기업 사업장 내부 및 외벽 등 현수막 부착이 가능한 곳 

- 배포시기: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 

- 신청방법: 첨부한 현수막 신청서 작성 후 메일(indko@esgroup.net)로 접수 

[현수막 디자인] 

[게재 예시] 

참가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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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업장 게시용 홍보 현수막 

4. 참가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mailto:koreabuild@esgroup.net
mailto:koreabuild@esgroup.net
mailto:koreabuild@esgroup.net


참가기업이 전시 참가를 널리 알림으로써 전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광고비를 지원합니다. 
 
신문, 잡지 등 인쇄 광고의 ¼ (쿼터) 영역을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광고로 
채우면 건당 200,000원, 최대 2,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이용방법 

       1. [첨부] 광고비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메일(indko@esgroup.net)로 접수 

       2. 신청서 상 집행 매체 및 일정, 광고 규격 등 기재 필요 

       3. 신청한 광고 규격의 ¼ 크기의 광고 파일을 사무국에서 제공 

       4. 해당 광고를 참가기업 광고에 넣어서 광고 집행 

       5. 광고면, 매체명, 발행 월/일자가 나오게 사진 촬영 후 메일로 증빙 자료 제출 

       6. 전시회 종료 후 정산하여 비용 지급 

[게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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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광고비 지원 프로그램 (쿼터 광고) 

4. 참가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mailto:koreabuild@esgroup.net
mailto:koreabuild@esgroup.net
mailto:koreabuild@esgroup.net


전시 참가와 함께 세미나도 개최하면 홍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품과 기업을 알리고 부스로 초대해 
더욱 심도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실 임대료를 20% 할인해드리며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방법 
       1. 첨부한 세미나실 신청서 작성 후 메일(indko@esgroup.net)로 접수 
       2. 신청서 상 세미나 일정, 규모, 참석 대상 등 개요 기재 
       3.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에서 회의실 배정 결과 및 결제 등 안내 
       4. 전시회 홈페이지 게재 및 각종 마케팅 채널 통해 홍보 진행 
 
세미나실 상세 내역 
      https://www.kintex.com/web/ko/html/facility/meeting_pay.do 
      * 홈페이지 상 금액은 할인 전 금액 

[현장 사진] [홍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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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회의실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4. 참가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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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킨텍스)에 참가한 참가기업이 
초청한 참관객 수만큼 부스 출품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1. 기본 챌린지 - 초청 링크를 통한 사전등록 및 전시장 관람 초청 

대상 20~50명 초청 시 50명 초과 초청 시 (51명~) 

혜택 
참관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바코드리더기) 1대 제공 

1인당 10,000원 (VAT포함) 페이백 
단, 부스 출품료의 최대 20%까지 

예시 - 
         ex. 51명 초청 시 1만원 페이백 
         ex. 100명 초청 시 50만원 페이백 

2. 추가 챌린지 - 초청 링크를 통한 사전등록 독려 

대상 사전등록 수 기준 Top5 기업 

혜택 1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영상 촬영 및 제작 (희망 시 영상 원본 제공) 

예시 https://youtu.be/x0cJzb48ELM 

참여 방법 

 
참가기업별 

고유 사전등록 
링크 발급 

 
 

고유 링크로 
사전등록 

 
 

전시장 
방문 및 관람 

 

(키오스크에서  
사전등록 확인) 

 
 

전시 종료 후 
초청 참관객

수 
집계 및 정산 

(★) 

 
참가기업의 
고유 링크로 
참관객 초청 

사무국 참가기업 참관객 참관객 사무국 

혜택 안내 

* 참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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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부스 참가비 페이백 챌린지 

4. 참가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https://youtu.be/x0cJzb48ELM


유의사항 

• 2022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킨텍스)에 참가하는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참가기업의 고유 링크로 사전등록을 해야 해당 참가기업이 초청한 참관객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등록은 1인 1회 가능합니다. (중복 사전등록 불가) 

• 전시장 앞 키오스크에서 사전등록 확인 후 입장 목걸이를 수령해야 전시 참관으로 인정됩니다. 

• 페이백은 사전등록 후 전시 참관까지 완료한 참관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 페이백은 출품 부스비로만 한정합니다. (전기, 인터넷, 급배수, 압축공기 등 부대시설비 제외) 

• 페이백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별도 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 해당 업체 임직원은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홍보 예시 

① 문자 ② 홈페이지 ③ 커뮤니티 

기존 회원 또는 지인  
문자 초청 

홈페이지 방문자 초청  
(ex. 이벤트 연계) 

커뮤니티의 불특정 다수 초청 
(ex. 관련카페,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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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