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하우징페어 특 별 기 획

욕실주방특별관
2019. 2. 20(수) – 24(일) KINTEX

B A T H  &  K I T C H E N



행사 개요

행 사 명 ㅣ 2019 경향하우징페어 욕실주방특별관

장      소 ㅣ KINTEX 제 1전시장

주      최 ㅣ ㈜이상네트웍스

기 간 ㅣ 2019. 02. 20(수) ~ 24(일), 5일간

개최규모 ㅣ 70개사 200부스 이상

급성장하는  욕실 주방 업계
최고의  비즈니스 장
욕실·주방은 인테리어에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편의성이 고려된 주방과 욕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욕실은 생리 욕구를 

해결하는 곳에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주방은 조리와 식사를 하는 곳에서 가족의 

휴식과 대화의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한 것입니다. 리모델링 1순위로 꼽히는 공간

이기도 한 욕실·주방은 대거 공급된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의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문

조사에서 약 23%의 참관객이 경향하우징페어에서 가장 보고 싶은 부문으로 

홈인테리어(욕실·주방)를 꼽은 것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의 급성장으로 2015년 27.5조원 에서 2018년 32조원, 

2023년 에는 49.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2019 경향하우징페어 욕실주방 특별관에서 집중 조망합니다. 업계 

리딩 기업들이 대거 출품하여 신제품, 신기술을 소개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장이 

될 것입니다.

경향하우징페어 소개

욕실 BATH

욕실자재 l 타일, 천정재, 파티션, 샤워부스, 핸드레일, 욕실용 유리

위생도기 및 부속품 l 양변기, 비데, 세면대, 소변기, 시트, 수채기, 부속품

수전금구 l 수도꼭지, 샤워기, 연수기, 수도용품

욕실설비 시스템 l
급/배수시설, 밸브, 배관자재, 난방시스템/기기,

절수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환기시스템

욕조 및 사우나 l 수도꼭지, 샤워기, 연수기, 수도용품

욕실 인테리어 l 인테리어, 리모델링, 컨설팅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l
욕실장, 수납장, 거울, 드레인, 디스펜서, 
바디ㆍ핸드드라이어

주방 KITCHEN

주방가전 l 인테리어, 리모델링, 컨설팅

주방가구 l 싱크, 상하부장, 수납장, 식탁, 의자, 아일랜드

주방자재 l 상판, 싱크볼, 타일, 대리석, 마감재

주방설비 l 덕트, 후드, 급배수, 배관, 가스설비

주방인테리어 l
빌트인가전,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레인지, 인덕션, 와인냉장고 등

전시품목

81,701㎡ 1,000개사 4,000부스 200,000명

SCALE

경향하우징페어는 1986년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 건축 건설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국내 최초, 최대이자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축전시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국제인증전시회'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으며, 참가업체의 

70-80%가 신제품 및 신기술을 출시하는 

장으로 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봐야 할 

'MUST-SEE' 전시회 입니다.

역대 최대수준인 
올해 재개발 · 재건축 분양
이미지 출처: 용산 센트럴파크해링턴 스퀘어 공식 홈페이지
통계 출처: 닥터아파트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3년

21,429

29,580
29,932

31,524

49,339

인테리어 · 리모델링 시장 규모
통계 출처: 한국투자증권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3년

27조

32조

37.8조

48.7조 49.3조



주요 참관객

건축 · 설계

일반 · 종합건설

ENG · 감리· CM

인테리어

기관

참관객

180,729명

[2018 경향하우징페어 기준]

참관 목적

신제품 신기술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전시회로 인지

신제품, 신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 27.9%

인테리어, 리모델링 트렌드 및 정보 수집 27.2%

신규 거래처 발굴 5.5%

거래 회사 초청 1.9%

장래 주택 신개축을 위해 11.2%

제품 구매를 위해 10.6%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전조사 0.9%

세미나, 포럼 등 부대행사 참석 1.2%

일반 전시 관람 13.5%

27.9%

27.2%

관람 결정 요인

홈인테리어[욕실주방] 23.4%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15.2%

주택설계시공  8.6%

건축공구/관련기기             3.3%

조명/전기설비재                  12.4%

23.4%

15.2%

참관객 직업 분류

참관객의 80%가 건축 건설 업계 전문가

건설, 시공 24.2%

건축자재 20.9%

인테리어, 디자인, 리모델링 20.2%

설계, 엔지니어링 12.8%

정부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7.0%

연구, 교육 1.8%

건물관리, 부동산 1.3%

ICT, 정보통신, 설비 1.0%

사인, 간판 0.4%

기자 0.2%

주부 5.2%

학생 2.9%

타 업계 종사자 2.1%

12.8%

20.2%

24.2%

20.9%

7.0%



전시 참가 안내

참가 신청 절차

부대시설 안내

구분 신청 단위 단가(VAT별도) 비고

전기 단상220V / 삼상 220V / 삼상 380V kW 50,000 원 독립부스 필수 신청

리깅전기 별도 300,000 원 시공 시 사무국 사전협의 필수

24시간용 전기 kW 100,000 원

전화 대 70,000 원

인터넷 Port 200,000 원

급배수 개소 200,000 원

압축공기 개소 200,000 원

참관객 출입증 바코드 리더기
(참관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대 200,000 원

부스 타입 참가비 납입 계좌 기업은행 038-087277-01-013 / 예금주 ㈜이상네트웍스

독립부스 부스 면적만 제공 / 전시장 지정 협력업체를 통해 시공

2,500,000 원 
(VAT 별도)

조립부스 주최자 일괄 시공

2,800,000 원
 (VAT 별도)

* 제공사항 : 상호간판, 조명 3개, 카펫, 콘센트, 인포데스크 & 의자 1조

1부스 2부스 4부스

온라인 접수
( www.koreabuild.co.kr )

선착순 마감

총 참가비의 50%
신청 후 1주일 이내

개최 60일 전까지

신청서 접수 계약금 납부 출품료 잔금 납부



TEL 02-3397-0066     FAX 02-3397-0067     E-MAIL koreabuild@e-sang.net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9길 109 (가산동 239-4번지) ES빌딩 이상네트웍스

www.koreabuil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