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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시디자인
상품화 지원사업

친환경 전시디자인 상품화 지원사업이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시산업에도 친환경개념을 도입

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4년 전시산업  

전문잡지인 ‘Exhibitor’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전시활동에서  

친환경에 관심있는 참가업체 비율이 62%에 달했고, 또 다른 

미국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서는 참가업체, 디자인설치업체의 

82%가 친환경전시를 시작했으며 68% 이상이 관심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친환경 전시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자연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친환경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본회에서는 산업부의 위탁을 받아 2015년부터  

‘친환경 전시디자인 상품화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시디자인설치, 전시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회성  

전시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가능한 전시자재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단계의  

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상품화 및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전시산업이 세계 친환경전시를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02 574 2024



’18년도 참여기업 제품 소개 ’19년도 참여기업 제품 소개

시스템 패널(System Panel)
㈜경동기획 (KD Planning)                                           T. 02-907-8896

기본부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라이팅 제품(LIGHTING SYSTEM)

경동기획(KYONGDONG PLANNING)                          T. 02-907-8896

다양한 마감의 연출이 가능한 디자인 패키지 개발(E2 SYSTEM)

라포애드(RAPOAD)                                                      02-3452-7471

모듈형 전시부스 바닥단시스템(E-System)
보인씨엔아이(BOIN C&I)                                             T. 02-556-9395

올인원 시스템 도어 개발(All-in-one System Door)

유닉스코리아(UNIX KOREA)                                        T. 02-551-5518

라이팅시스템은 LOCK체결이 가능하여 3면을 가로 BAR로 사용하여 간
판 라인을 사용 할수 있으며 옥타놈시스템, 맥시마, 목공시스템과 함께 
전시장에 사용하는 자재와 혼용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
니다. 

또한 프리미엄 부스나 구역별 ZONE 표시를 위해 여러 가지로 사용 시 
7가지 색상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손쉽게 색상 변경이 가능한 제품이
며, 기둥의 LED제품은 빛의 흔들림이 없고 보다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라이팅시스템은 알루미늄과 단단한 아크릴로 제작한 제품으로 가볍고  
튼튼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입니다.

'공간디자인에 프리미엄을 더하다'

특허와 관련된 라이센스를 취득한 E2 SYSTEM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긴 수명과 재사용·폐기가 쉽도록 설계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E2 SYSTEM은 흔들림 없는 구조를 형성하며 견고하게 설계되어 안정감 
있는 형태의 프리미엄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으며, 마감에 사용되는 자
재를 지속적 분해·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폐자재 처리 비용 및 
인건비, 물류비 등을 혁신적으로 줄일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전시부스 고급화를 위해 바닥 단은 주로 목공으로 제작, 설치, 폐기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System은 이런 문제점들
을 보완하여 전시장 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바닥 
수평을 육각렌치 하나로 조절이 가능하고,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 해체, 
철수가 가능하며 운송과 보관이 용이한 시스템 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
하는 공간에 맞춘 프레임 설치가 가능하고 PVC타일, 타일카페트, 강화유
리, 롤카페트, 간접조명 등 다양한 마감재 적용이 가능하며 바닥공간에 전
기, 인터넷, 에어, 급배수 라인을 자유롭게 설치 가능합니다. E-System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심미성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면서 독창적이
고 차별화된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각종 전시 자재들에 결합이 가능한 다양한 길이의 시스템 프레임을 제
작하여 디자인 및 상황에 맞는 Door연출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니즈에 따라 메인 자재를 유리, 아크릴, 합판, 폴리카보네이트등 
여라가지 방법으로 조립 및 설치가 가능한 기술적 특성을 가집니다.

기존의 목공 Door에서 나타나던 단점인 제작 비용 및 무게, 유지보수 부
분을 All-in-one System Door를 통해 비용 및 무게감소, 자재 보관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고 재활용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큐프레임(Q-FRAME)
㈜디자인큐베스트 (DESIGN Q-BEST)                          T. 02-466-1883

일렉트로 빔(Electro Beam)
㈜코쿤 (COCOON)                                                     T. 02-542-2414

사운드 비콘(Acoustic Beacon)
㈜킨터치 (KINTERCH)                                                T. 02-565-4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