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nd
스마트+인테리어
B2B 전략 세미나 및 전시
스마트 공간 인테리어
B2B 비즈니스 미팅

추진목적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 인테리어에 대하여, 설비 및 시공에 있어서 실내 공간
을 구성하는 다양한 스마트 인테리어와 스마트 공간 리모델링에 대한 제품 및 기술 트렌드를 확인
하고, 동시에 소규모 전시 및 B2B 상담 추진
	신축/기축의 스마트인테리어 구축과 홈/오피스/아파트/인더스트리 등 시장에서의 스마트 리모델링
에 대한 사업 협업, 제품 판매 상담, 상호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기업 미팅과 기업 PR의 장 마련
	인테리어 리모델링 스마트IoT 기업의 B2B 협업 및 수익창출 기회 제공

행사개요
2021년 10월 21일(목) 13:30 ~ 18:00

일 시

※KT 주최 간담회 및 투어 : 11:00~ (포럼 회원사 한정)

장 소

KT AI소피텔엠버서더호텔 4층 그랜드볼룸(송파구 잠실 소재)

공동주최 스마트+인테리어 포럼, KT,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후 원

삼성전자, 한샘, LH공사, SH공사, LX하우시스, 대우건설, 아주디자인그룹, 시공테크, 공
간건축, 코맥스, 코콤, 현대HT, 융코리아일렉트릭, 경동나비엔, 엘브릭, 아카라코리아, 모
던우드, 그립, HoI, 클리오, 집닥, HDC아이콘트롤스, 지안, 고퀄, 어스빌파트너, 코오롱베
네트, 한우리네트웍스, 프랜디카라반, 다산지앤지, 하이브랩, 아이콘, 바이클럽, 씨지라이
팅, 월드라커, 주성디자인랩, 국제아트,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AI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
합, 스마트21, 드림스페이스디자인, 아주대학교

행사프로그램
시간

내   용

10:50∼11:00

소속(발표)

간담회 접수(KT 1층 로비)

비고

포럼 사무국

포럼 회원사 간담회
포럼 회원사 기업 간담회 및

11:00~12:00

포럼 회원사

KT

KT 전시장 투어

12:00∼13:30

오찬 및 휴식

13:30∼13:50

행사접수 소피텔 그랜드볼룸(4층)

한정

포럼 사무국

그랜드볼룸

개회사
•개회사: 협회 송재호 회장/KT 부사장
14:00~14:10

스마트홈산업협회 사회:조위덕 운

•환영사: 포럼 박찬우 의장

삼성전자

영위원장

•격려사: KT 임채환 본부장

KT

(아주대)

삼성전자(의장사)

가전

KT(부의장사)

통신

한샘(부의장사)

가구

가전 통신 가구 스마트+인테리어
•삼성전자 스마트 인테리어
14:10~15:10

•KT AI/DX Space 사업과 미래 전략
•한샘 스마트인테리어 추진 사업

건설 건축 설계 스마트+인테리어
•스마트 건설 건축 설계 현황과 전망
•건설사의 스마트 건설

15:10~16:10

•스마트 빌딩
(관제시스템, AI-Lift, 솔루션)

현대종합설계

설계

대우건설

건설

현대엘리베이터

관제

스마트+인테리어 구축 사례
•코로나 기후 위기 시대 AIDX 활용

KT

공기질 사례
•국민보급 [AI기반 스마트광융복합조명]
개발 및 보급 추진 전략

16:10~17:20

AI스마트광융복합
협동조합
드림스페이스디자인

•공간디자인 메타버스 전망
•홈IoT 디바이스 구축사례

17:20~17:30

통신
단체
스마트공간

그립

•스마트 조명 구축 사례

씨지라이팅

•난방 환기 신축 공동주택 적용 사례

다산지앤지

폐회 및 공지사항

포럼 사무국

IoT 기업

부대행사
•국민보급 AI스마트광융복합협동조합
창립총회

17:30~18:00

가칭)AI스마트광융
복합협동조합

•스마트 B2B 전시(13:00~18:00)

포럼 회원사

※4층 그랜드볼룸 로비

단체
포럼사무국

※팬더믹으로 별도 휴식없이 진행(개별 시간 활용)

행사내용
	스마트+인테리어 리딩 기업(가전, 가구, 건축)의 주제 발표
	우수 스마트+인테리어(IoT, 가전, 통신, 스마트홈 관련)기업 비즈니스 제품 및 기술 시연 및
사업 협력 미팅 추진
	B2B 상담을 위한 사전 기업 매칭 및 전시, 상담
※ 각 사별 스마트+인테리어 가이드 배포

	KT AI 호텔 관람(회원사 한정)
	포럼 임원사 및 중소기업 구축 성공 사례 발표

참석대상
	인테리어·리모델링 기업 및 관계 자영업자/소상공인 참석
	스마트IoT 기업
	스마트인테리어, 스마트 리모델링 사업 참여자
	스마트인테리어 신규 사업 발굴 기업 등

참가비
세미나 참가비 : 무료(팬더믹으로 사전 예약 초청자 한정)
※ 인테리어 리모델링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B2B 상담 참여 부스비 : 무료(회원사 우선 제공)

참가방법
세미나 및 전시 참석
세미나 및 전시 참가

포럼 회원사 가입안내

클릭 후 url 자동연결, 설문지 작성 후 ‘제출버튼’ 클릭하면 자동접수
•신청기간 : ~ 2021년 10월 19일(화)까지
※비회원사는 접수 후 별도 참석여부 통보 예정
제출서류
클릭 후 파일 다운로드, 관심기업은 안내문 참조

신청 접수 문의처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석재욱 대리, 도철구 본부장
mrsada@kashi.or.kr

070-8233-6454

※ 기간내 참가신청(팬더믹으로 규모, 인원 한정 적용)
※ 사전신청 후 회신 대상자 외 참석 불가

세미나 및 전시 참가

사무국

스마트+인테리어 포럼
회원사 가입 안내

070-8233-6454

mrsada@kash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