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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생활명품
Global Premium Living Goods

  명품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합니다.  

명품은 사치품(Luxury) 보다는 뛰어난 작품인 걸작(Masterpiece)을 의미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 오랜 세월을 두고 쓰면 쓸수록 빛을 발하고 질리지 않는 것이 명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주도의 수출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중소 ·  

중견 기업의 프리미엄 생활소비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생활명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생활명품은 글로벌 시장 성공 가능성과 사용자 중심의 실용성, 디자인 우수성,  

혁신성 등을 평가해 선정,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2개  

글로벌생활명품을 선정하여 디자인, 유통, 홍보, 마케팅,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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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xury product touches many people’s hearts beyond the times and places. 
It doesn’t mean that they are an extravagance, but masterpiece. What you can 
trust, what you get never tired of as you use it over a long period of time but 
rather shines, that is a luxury produc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is promoting the 'Global Premium Living Goods' business to 
discover and support premium consumer goods of small and medium-sized 
Korean companies with design-oriented export capabilities.

business potential in the global market, user-centered practical value, design 
excellence, and innovative value.

연도별 글로벌생활명품 선정제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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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개 글로벌생활명품 선정
Apr. 10 Global Premium Living Goods Selection

5월 - 8월 8개사 R&D 지원
May  - Aug. R&D Suport for 8 Companies

9월 - 10월 뉴욕, 서울 롯데백화점 팝업숍 참가
Sep. - Oct. POP-UP Shop in New York&Seoul (Lotte Department Store)

11월 광저우 캔톤페어, 이우소상품박람회, 디자인코리아 전시참가
Nov. Exhibition in Guangzhou Canton Fair, 
 YIWU International Commodities Fair, Design Korea

6월 대한민국소비재수출대전 참가 
Jun. Korea Consumer Goods Showcase 2016

8월 두산면세점 입점지원

10월 7개 사 R&D 지원
 신세계백화점 팝업숍
Oct. R&D Support for 7 Companies
 POP-UP Shop in Shinsegae Department Store

11월 홍콩 한류상품전, 인도뭄바이 한국우수상품전, 디자인코리아 전시참가
Nov. Exhibition in Enjoy K-Style Hong Kong, Korean EXPO Mumbai, Design Korea

2014

2016

8월 롯데월드 몰 글로벌생활명품관 오픈
 한샘 잠실 플래그숍 K-Design Shop 오픈

9월 11개사 R&D 지원
Sep. R&D Suport for 11 companies

9월 - 10월 파리 메종&오브제, 광저우 캔톤페어, 필리핀 마닐라 페임, 
  태국 혁신디자인엑스포 전시 참가 
Sep. - Oct. Exhibition in Paris Masion&Objet, Guangzhou Canton Fair,  
  Manila FAME, Thailand Innovation and Design EXPO

2015

글로벌생활명품 사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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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온라인숍 '꼬레코너' 오픈
 베트남 엑스포, 광저우캔톤페어 전시 참가
Apr. Online shop ‘COREA CORNER’ OPEN
 Exhibition in Vietnam EXPO, Guangzhou Canton Fair

6월 대한민국소비재수출대전 참가
 7개사 R&D 지원
 신세계백화점 팝업숍
Jun. Korea Consumer Goods Showcase 2017
 R&D Suport for 7 companies
 POP-UP Shop in Shinsegae Department Store

9월 프랑스 파리 팝업숍 운영
 자카르타 한류박람회 전시 참가
Sep. Paris POP-UP Shop, France
 Exhibition in Korea Brand&Entertainment EXPO, Jakarta

4월 베트남 엑스포, 캔톤페어 전시 참가
 현대백화점 팝업숍
Apr. Exhibition in Vietnam EXPO, Guangzhou Canton Fair
 Hyundai Dep. Store Popup Shop

6월 대한민국소비재수출대전 참가
Jun. Korea Consumer Goods Showcase 2018

9월 - 11월 영국 런던 팝업숍
  미국 LA 팝업숍
Sep. - Nov. London Popup Shop, UK
  LA Popup Shop, USA

2017

2018

4월 광저우 춘계 캔톤페어 디자인코리아관 전시 참가 
Apr. Exhibition in Guangzhou Canton Fair 2019 Spring(125th)

6월 방콕한류박람회 디자인코리아관 전시참가
Jun. Exhibition in KBEE 2019, Bangkok

9월 영국 런던 팝업숍
Sep. London Popup Shop, UK

10월 광저우 추계 캔톤페어 디자인코리아관 전시 참가
 글로벌생활명품 30개 제품 선정
Oct. Exhibition in Guangzhou Canton Fair 2019 Autumn(126th)
 30 Global Premium Living Goods Selec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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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KIDP 유통플랫폼 디케이숍(DK Shop) 오픈 
May. KIDP E-Commerce Platform DK Shop Open

6월 광저우 춘계 캔톤페어 온라인 전시
Jun. Exhibition in Guangzhou Canton Fair Online 2020 Spring

9월 파리 메종&오브제 디지털 페어, 독일 IFA 전시, 광저우 추계 캔톤페어 온라인 전시 참가
Sep. E×hibition in Paris Masion&Objet Digital Fair,
 Germany IFA Fair,  
 Guangzhou Canton Fair Online 2020 Autumn

10월 디자인코리아 2020 글로벌생활명품 전시관 운영
Oct. Exhibition in Design Korea 2020

11월 중국 선전국제공업디자인대전 전시 참가
Nov. Exhibition in China Shenzhen International Industrial Design Fair

6월 6월 한국무역협회, KIDP China 협력 중국 B2B 비즈니스 상담회 및 쇼케이스 참가
Jun.  Participation in Chinese Business Consultation Meeting and Showcases

9월 파리 메종&오브제 디지털 페어 참가
Sep Exhibition in Paris Masion&Objet Digital Fair

10월  광저우 추계 캔톤페어 전시 참가
 디자인 코리아 2021 글로벌생활명품 전시관 운영
Oct.  Exhibition in Guangzhou Canton Fair Online 2021 Autumn
 Design Korea 2021

12월 중국 선전국제공업디자인대전 참가
 12월 한국무역협회, KIDP China 협력 중국 B2B 매칭회 및 쇼케이스 참가
Dec.  Exhibition in China Shenzhen International Industrial Design Fair
 Participation in Chinese Business Consultation Meeting and Showcases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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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Kotra 대한민국 소비재 서비스 수출대전 참가
Jun. Kotra K-Life Style Show case 2022 

9월 파리 메종&오브제 한국디자인(Design Korea)관 전시 참가
 2022 코엑스 서울국제소싱페어 참가
 광저우 추계 캔톤페어 온라인 전시 참가
Sep. E×hibition in 
 Paris Masion&Objet 2022
 Sourcing Fair 2022
 Guangzhou Canton Fair Online 2022 Autumn

11월 디자인코리아 2022 글로벌생활명품 전시관 운영
Nov. Exhibition in Design Korea 2022

12월 중국 선전국제공업디자인대전 참가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전시 참가
Dec. Exhibition in China Shenzhen International Industrial Design Fair
 Korea Tech show 20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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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수출 역량을 갖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생활소비재 제품을 집중 발굴하여  

 글로벌 브랜드화 및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

• 선정대상

- 최근 5년 이내 우수디자인(GD) 선정 받은 국내 중소·중견 기업 제품으로  

 수출 역량 및 의지가 높은 기업의 제품

- 15대 생활소비재* 제품 및 기타 일상 생활과 관련된 제품
 * 가구, 가방, 주얼리, 문구, 미용기기, 소형가전, 시계, 신발, 악기, 안경, 완구, 

  운동·레저용품, 위생용품, 의류, 주방용품 등

• 선정규모

 30개 내외 제품

• 선정 혜택

 선정된 기업 대상 상품특성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국내·외 유통지원 및 해외 진출과  

 연계한 수출 마케팅 지원

➀  수출 마케팅 지원
 파리 메종&오브제, 광저우 캔톤페어 등 국내·외 유명 전시 및 수출상담회 참가 기회 제공

➁  국내·외 유통 지원
 KIDP 유통브랜드 디케이숍(DK Shop)의 국내외 유통채널 입점,  

 홍보 지원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주요 입점채널: 디케이숍 플래그쉽 스토어(KDC 1층), SSG닷컴, 쇼피(Shopee), 해외 오프라인 숍 등 

➂  기업 성장 컨설팅 프로그램 ‘디자인 스케일업’ 지원
 글로벌생활명품 보유 기업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및 홍보 기사 게재 지원  
 상기 선정 혜택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선정된 제품에 한해 3년간 글로벌생활명품 자격으로 로고 활용 및 지원 사업 참여 가능 

 지원사업은 선정 후 당해년도부터 참여 가능, 지원기간 종료 후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재선정 필요

글로벌생활명품 선정 개요

• 공모 절차 및 일정

5월

공모 공고

8월

현물 접수

5 - 7월

서류 접수

9월 초

심사

9월 중

최종 발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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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및 배점(안)

평가항목

기업 실적*

가점

글로벌 시장 
성공 가능성

글로벌 시장 대상 상품성(구매 동기 유발, 가격 경쟁력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공 가능성

수출 마케팅, 해외 진출계획, 인증(규격) 획득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영문 및 중문 등 제품 설명서, 수출용 패키지 디자인 등)

상품 품질(내구성, 마감처리, 디자인 등)

사용자 중심의 실용성, 사용성, 심미성 등

 기업실적 관련 증빙자료(재무재표, 수출증빙자료 등) 제출 시에만 정량 점수 인정
 세부사항 변경 가능

동종 상품과의 차별성

신기술 등과 융합 적용

KIDP 선정 디자인혁신유망기업

KIDP 선정 우수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 우수성
및 실용성

융합 및 
신기술 적용성

20

80

10

110점

40

20

20

5

5

◦ 전년도 매출액(원)

◦ 전년도 수출액(달러)

10억 미만

$1만 미만

2점

2점

4점

4점

6점

6점

8점

8점

10점

10점

10억~
30억 미만

$1만~
$10만 미만

30억~
50억 미만

$10만~
$100만 미만

50억~
100억 미만

$100만~
$1,000만 미만

100억 이상

$1,000만 이상

정
량

정
성

주요 평가 내용

총점

배점

• 

• 

결과발표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kidp.or.kr) 공고

• 제출 서류

 1  ) 글로벌생활명품 참가 신청서(기업)

 2) 글로벌생활명품 출품 상품설명서(최대 3개 제품)

 3) 글로벌생활명품 출품 동의서

 4) 전년도 재무재표, 수출증빙자료 포함 당해연도 재무증명자료 

 5) 가점 증빙자료 등

•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역량강화본부 글로벌확산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T. 031-780-2157    E. global@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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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글로벌생활명품 선정 제품 
제품명

OCASE 포터블 신발 살균 관리기

TS1 사이드보드

공공버스 자체 살균 하차벨

피카 텀블러

다도해접시

다이얼핏 PRO 쓰리인원 힙시트 아기띠

더블 스텝 퍼포먼스

듀얼 체어 앤 바렐

DSV 미티어 헤어 앤 스칼프 토닉

딥센트 라운지

리벨롭 실리콘 테이블 매트

리트컵

린클 프라임

모니트리

목욕하는 물고기

복을 부르는 왕의 가구

브라이언베리

비다늘 색동 네잎클로버 브로치

스마트 샤워기 캔버스

씨워터 듀얼키친

엑토 레트로키보드

엘보린

오토캡 메이크업 브러시

워터웰 비타민 캡슐 샤워기

토씨 아이디16 카드홀더

트리조이

포거온

프로그 윌로우 칫솔 6240 울트라소프트

헤이실리콘 냄비손잡이

휴안 PPS

기업명

크리액티브디자인㈜

로브라운

㈜대성일렉

네오플램

보&봉

주식회사 허그파파

로우모

㈜모션케어컴퍼니

(주)블랜디랩

주식회사 딥센트

㈜리벨롭

랩엠제로

㈜비앤테크

플트리스

㈜그래빗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퍼민

스퀘어즈

비다늘

세비앙㈜

세비앙㈜

엑토

㈜포워크

㈜페어그린

㈜한중커머스

㈜디파트너스

주식회사 누지

주식회사 큐어텍

오리오

에라토

주식회사 휴안

페이지

12

14

18

20

24

28

32

36

40

42

46

50

54

58

62

66

70

72

74

78

80

84

86

90

94

98

102

104

108

112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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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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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86

90

94

98

102

104

108

112

PRODUCT

OCASE

TS1 SIDEBOARD

Antiseptic Stop Button for Public

FIKA TUMBLER

DADOHAE DISH

Dial-Fit PRO 3-IN-1 Hipseat Baby Carrier

Double Step Performance

Dual Chair and Barrel

DSV Meteor Hair & Scalp Tonic

Deepscent Lounge

Revelop Silicone table mat

REET CUP

Reencle Prime

Monitree

BATHING FISH

The Furniture of King

BRIANBerry

VIDANEUL Saek Dong Four-Leaf Clover Brooch

SMART SHOWER CANVAS

C-WATER DUAL KITCHEN

actto Retro Keyboard

ELBOLEAN

Auto-Lid Makeup Brush

Waterwel Vitamin Capsule Showerhead

TOCY ID16 CARD HOLDER

Tritzoi 

Fogger On

Frog Willow ultra soft 6240 tooth brush

Hej Silicone Pot Grip

HUAN PPS

COMPANY

CREACTIVE.D

RawBrown

DAESUNG ELEC Co.,Ltd.

NEOFLAM

BO&BONG

HUGPAPA Inc.

roumo

MOTIONCARE

Blen.D Lab. Inc.

DeepScent Inc.

REVELOP Co., Ltd.

Lab Mzero

BNTECH

PLTRIS

GRABIT Corporation

FURMIN Co., Ltd.

SQUAREZ  Co., Ltd.

VIDANEUL

CEBIEN Co., Ltd.

CEBIEN Co., Ltd.

actto

4WORK

Pairgreen Inc.

HANJUNG COMMERCE Co., Ltd.

D.Partners

NOOGI Inc.

CURE TECH Co., Ltd.

ORIO

ERATO

HUAN CO., Ltd.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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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ASE 포터블 신발 살균 관리기

OCASE는 전문스포츠화를 비롯해 다양한 신발을 살균 및 보관하는 기능성 슈즈 케어 디바이스이다. 

PTC 열풍히팅과 UVC lamp를 활용하여 신발 내부를 살균·건조 하고, 신발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구조 설계를 통하여 신발 내부의 세균 억제 기능, 건조를 통한 청결 관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사용자의 연령, 성별, 신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신발 사이즈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사이즈로 디자인  

되어 220mm~290mm까지 폭넓게 사용가능하다.

크리액티브디자인은 실행가능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최고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디자인  

컨설팅 전문회사이다.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기존 제품의 문제해결 및 신제품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OCASE is a functional shoe care device that sterilizes and stores various types of 

shoes, including functional-sports shoes. The device sterilizes and dries the inside of 

shoes by utilizing PTC air heater and UVC lamp and performs anti-bacteria function 

for the inside of shoes and clean management function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the customer’s age, gender, and body, the device is designed with two sizes, and it is 

able to cover a wide range of shoe sizes from 220mm to 290mm. 

“CREACTIVE Design” is a design consulting 

company established with the commitment to 

provide the best alternatives by establishing a 

is solving problems of existing products and 

developing new products by applying creative 

design ideas.

옵션 블랙, 패브릭

소재 나일론, 에바 폼

규격 (남성용

 (여성용

OPTION Black, Fabric

MATERIAL Nylon, Eva foam

SIZE

 

OCASE

크리액티브디자인㈜ CREACTIVE.D
creactive-d.com
sy@creact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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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1 사이드보드

TS1은 턴테이블과 바이닐(LP) 수납을 위한 사이드보드이다. 개방된 가구의 형태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앨범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사이드보드 상단에는 앨범 커버 디자인이 

보이도록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하단은 파티션의 두께를 조절하여 곡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쉽게 수납이 가능한 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했다. 소재로는 화이트 오크, 월넛을 사용, 천연오일 

마감으로 목재의 아름다운 무늬와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도록 했다.

옵션 화이트오크, 월넛

소재 원목

규격

OPTION White Oak, Walnut

MATERIAL Solid Wood

SIZE

TS1 SIDEBOARD

TS1 is the sideboard for storing turntables and vinyl (LP).

open-type furniture structure. On the top of the sideboard, customers can display 

albums so the cover design is seeable, while the design also considers the functional 

and aesthetic elements to show the beauty of the curve and can easily store by 

adjusting the bottom of the partition. The company uses white oaks and walnuts, and 

patterns and textures of wood as they are.

로브라운은 가구 디자인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가구 디자인 

회사이다. 취향과 개성의 표현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디자인 가구를 제작하고 있다. 현재 LP,  

턴테이블 등 오디오 관련 전문 가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Rawbrown is a furniture design company 

specializing in furniture design and anufacturing. 

The company is producing new design furniture 

for the lifestyle of customers who has unique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 Currently, 

Rawbrown is focusing on stereo furniture such  

as LP and turntables.

로브라운 RawBrown
rawbrown.com

rawbrow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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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버스 자체 살균 하차벨

UVECO T-1은 버스에서 하차시 터치해야 하는 버튼을 감염 가능성이 높은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버스 자체살균 하차벨'이다.

옵션 봉 거치형 브라켓 별도

소재 ABS / PC

규격 49 × 80 × 26 mm / 45g

OPTION Pole Attachment Bracket Separately

MATERIAL ABS / PC

SIZE 49 × 80 × 26 mm / 45g

Antiseptic Stop Button for Public

are highly likely to be infected, from pathogens due to the fact that passengers need 

(주)대성일렉은 2015년 본사와 공장이 설립된 이래로 PCB  

제조 및 공급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자체 상표 

출원 브랜드 <UVECO>를 통하여 UV LED 살균 제품군을  

꾸준히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DAESUNG ELEC Co., Ltd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with the manufacturing and supplying of 

PCBs ever since they established the HQ and the 

factory in 2015, and the company also develops 

and produces UV LED sterilizing product lines 

through <UVECO>, the PB brand.

㈜대성일렉 DAESUNG ELEC Co.,Ltd.
daesung-elec.com

ehddls3212@daesung-el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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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 텀블러

피카 텀블러는 북유럽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모던함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 심플한 마감을 통해  

모던한 느낌을 표현, 빛에 따라 다양한 색을 반사시키는 모래처럼 오묘한 자연의 컬러를 반영하여  

디자인을 완성했다. 오래보아도 질리지 않는,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의 텀블러이다. 

옵션 오프 화이트

소재 SUS 304

규격 88 × 88 × 157 mm

OPTION

MATERIAL SUS 304

SIZE 88 × 88 × 157 mm

FIKA TUMBLER

The Pika Tumbler was designed and inspired by the simplicity and modernity of 

Northern Europe. The design was completed by expressing a modern feeling through 

colors depending on the light. It is a tumbler with a design that is perfect for the 

interior and that you can't get tired of even if you look at it for a long time.

네오플램은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이다.

과불화화합물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쿡웨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향균도마 등 내 가족과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주방용품을 선보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and happiness of customers. The company is 

utensil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our families 

and children, such as cookware that is safe to use 

and hygienic and convenient antibacterial  

cutting boards.

네오플램 NEOFLAM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1



2022
글로벌생활명품

2022
Global Premium Living Goods

22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23



2022
글로벌생활명품

2022
Global Premium Living Goods

24

다도해접시

다도해접시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 드러나는 다도해의 섬에서 모티브를 얻은 제품으로, 양념을 접시 내  

종지에 부으면 다도해의 섬들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난다. 접시와 종지의 일체형 디자인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접시를 겹쳐 쌓을 수 있는 구조로 보관에 용이하다.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위생이 중요한 문화가 형성된 시기에 개인화된 다도해 접시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제품이며, 위생적인 식기이다.

옵션 화이트, 그레이, 블루그레이

소재 도자기

규격 340 × 115 × 20 mm

OPTION White, Gray, Blue Gray

MATERIAL Ceramic

SIZE 340 × 115 × 20 mm

DADOHAE DISH

The Dadohae plate is a product inspired by the island of Dadohae that only appears 

when the tide has receded, and a beautiful shape, which is reminiscent of the islands 

use with the integrated design of plates and small bowls, and it is easy to store with a 

safe tableware.

보&봉은 도자기와 다른 소재의 융합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도자기 전문 기업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고급 핸드메이드 제품부터 대량유통이 가능한 제품까지 모두  

생산하고 있다. 

Bo&Bong is a ceramic art studio developing 

various design products by fusing ceramic with 

other materials. The company produces high-

quality handmade products in small quantities 

with various varieties as well as products for  

the mass market.

보&봉 BO&BONG
boandbong.com

boandb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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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핏 PRO 쓰리인원 힙시트 아기띠

다이얼핏 PRO 아기 띠는 미국 BOA Fit와 함께 개발한 다이얼 & 레이스 기반 피팅 기술인  

'다이얼핏(Dial-Fit)' 기술이 적용된 허그파파의 최신 아기 띠이다. 혁신적인 다이얼핏 기능으로 3초 만에 

사용자에게 가장 건강한 '맞춤 피팅'이 가능하며, 자석 버클 및 기능성 소재 확대 적용으로 더 가볍고  

더 간편하게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옵션 회갈색

소재 아웃도어용 복합 기능성 소재

규격 116 × 60 × 13 cm 

OPTION Taupe

MATERIAL Complex Functional Material for Outdoor 

SIZE 116 × 60 × 13 cm

Dial-Fit PRO 3-In-1 Hipseat Baby Carrier

The Dial-Fit PRO baby band is the latest baby band of Hug Papa with "Dial-Fit" 

just three seconds and is lighter and easier to wear by utilizing magnet buckles and 

functional materials.

허그파파는 세계 최초로 미국 BOA Fit와 함께 미세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다이얼핏 아기 띠를 개발하여 아기를 안아주는  

방법을 혁신한 기업이다.

 

BOA Fit, the U.S. company, to innovate how to  

hug a baby.

주식회사 허그파파 HUGPAPA Inc.
hugpapa.co

cs@hugpap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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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스텝 퍼포먼스

더블 스텝 퍼포먼스는 책상용 2단 발 받침대로 신체 및 책상환경에 맞게 총 21단계로 높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DIY 제품이다. 1단 하판 패널에 발을 올리면 바른 자세로 집중할 수 있고, 2단 상판 패널에는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리 꼬기 등을 방지하여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하이엔드 2단 발 받침대이다.

옵션 라이트 그레이, 그린, 블랙

소재 폴리프로필렌, 알루미늄

규격 500 × 385 × 375 mm

OPTION Light Gray, Green, Black

MATERIAL Polypropylene (PP), Aluminum

SIZE 500 × 385 × 375 mm

Double Step Performance

The Double-Step Performance is a DIY two-step footrest for the desk that can 

adjust the height and angle in a total of 21 options according to the body and desk 

with the right posture, and the second-level upper panel is designed to stretch legs 

and relax comfortably. It is a high-end two-level footrest that prevents leg twisting 

and creates a correct posture.

로우모는 책상생활을 분석하여 창의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데스크 제품을 디자인,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다.

Roumo is a Korean company designing desk 

products to make a creative work environment 

by analyzing a desk lifestyle.

로우모 roumo
roumo.kr

roumo@roum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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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체어 앤 바렐

듀얼 체어 앤 바렐은 체어와 바렐을 하나의 기구로 결합한 복합형 운동기구이다. 체어는 하체 근력 및  

코어 근육강화, 바렐은 전신 스트레칭 및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필라테스의 대표 소기구로  

'듀얼체어앤바렐'은 국내 필라테스 시장의 판도를 바꾼 아이디어 제품이다. 공간 활용도가 훨씬 뛰어나며, 

두 기구의 운동효과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다. 바렐 탈부착, 체어 손잡이 조절 등을 통해 트레이닝 시,  

자신의 유연성에 맞는 동작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옵션 블랙, 다크 브라운, 베이지, 초코 브라운, 그레이

소재 자작나무, 친환경 우레탄·오일 마감, 

 최고급 레자 가죽 사용

규격 바렐모자

 전체 : 640 × 1,220 ~ 1,460 × 1050 mm

OPTION Black, Dark Brown, Beige,  

 Choco Brown, Gray

MATERIAL Birch, Eco-friendly Urethane,

 High Quality Leather

SIZE Barrel cap

 400 × 565 × 370 mm

 Whole size

 640 × 1,220 ~ 1,460 × 1050 mm

Dual Chair and Barrel

chair is Pilates' representative equipment that strengthens lower body muscles and 

core muscles, and the barrel is for full-body stretching and core muscle, and Dual 

Chair & Barrel is a creative product that changed the landscape of the domestic 

barrel and adjusting the chair handle.

모션케어컴퍼니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필라테스 기구 개발,  

생산, 제조, 국내외 판매, 배송 및 설치, A/S까지 모든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객 건강과 니즈를 만족 시키는 기업이다.

the health and needs of customers by providing 

a one-stop service from the development, 

production, manufactu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les, delivery, and to the installation 

of Pilates machines.

㈜모션케어컴퍼니 MOTIONCARE
motioncarecompany.com

wooki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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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V 미티어 헤어 앤 스칼프 토닉

DSV Meteor Hair&Scalp는 Active Senior 즉, 능동적인 여가를 즐기는 5060세대를  

타겟으로 한 제품이다. 제품의 품질과 패키지 디자인은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Micro-Hydrating system은 두피에 단백질 및 수분공급에  

초점을 맞추었고, 소비자에게 기능성 화장품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규격 45 × 45 × 176 mm, 188g SIZE 45 × 45 × 176 mm, 188g

DSV Meteor Hair & Scalp Tonic

DSV Meteor Hair & Scalp has been developing products focusing on the global 

trend of customers in their 50s and 60s who enjoys active leisure from the product 

development stage. The company pursues to become a premium brand thus, is 

 

of the product. Recognizing that the scalp is also skin, the independently developed 

focusing on protein and moisturizing, giving users an experience of using high-end 

cosmetics.

(주)블랜디랩 Blen.D Lab. Inc.

Web dsv.kr

E-mail kyuwon.shim@blen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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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센트 라운지

딥센트 라운지는 독립된 4개의 향기 캡슐을 IoT 기기에 결합하여 전용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원격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며 향기블렌딩, 방향 시간 예약, 무드등 밝기조절, 

개인의 향기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한 향기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옵션 화이트, 골드

소재 알루미늄합금, 플라스틱 등

규격  325.6 × 63.3 × 71.4 mm

OPTION White, Gold

MATERIAL Aluminium Alloy, Plastic, etc.

SIZE 325.6 × 63.3 × 71.4 mm

Deepscent Lounge

Deepscent is a company providing a digital olfaction solution by fusing traditional 

scent products with AI, IoT, and XaaS technologies. Deepscent Lounge combines  

four independent scent capsules with IoT devices and can also be operated through  

a dedicated application (App). Through the application, users can control the  

product remotely, and it provides scent blending, direction time reservation,  

mood light brightness control, and scent recommendation services based on  

the customer’s use history.

딥센트는 전통적인 향기제품에 AI, IoT, XaaS 기술 융합을  

통한 디지털 후각솔루션 공급 기업이다.

Deepscent is a company providing a digital 

olfaction solution by fusing traditional scent 

products with AI, IoT, and XaaS technologies.

주식회사 딥센트 DeepScent Inc.
deepscent.io

seol@deepscen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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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롭 실리콘 테이블 매트

리벨롭 실리콘 테이블 매트는 일반 식사는 물론 브런치·티타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수저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보다 쉽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테두리를 10° 올린 설계로  

이물질 흘러내림 방지와 밀착된 매트를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 했다. 컬러는 유럽풍의  

모노 톤으로 구성하여 모던함과 고급스러움 더해 어떤 테이블 웨어와도 감각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BPA Free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 인체 무해하며, 미끄러짐이 없어 안전하고 얼룩이 잘 생기지 않아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옵션 다크그레이, 초코, 차콜, 베이지,  

 그레이, 스카이블루

소재 실리콘 

규격 420 × 290 × 1.7 mm

 (수저받침 높이 9.5 mm)

OPTION Dark Gray, Chocolate,  

 Charcoal, Beige, Gray, Sky Blue

MATERIAL Silicone

SIZE 420 × 290 × 1.7 mm

 (Spoon holder height 9.5 mm)

Revelop silicone table mat

Revelop Silicon Table Mat can be used in various situations from everyday mealtime, 

and brunch to teatime. Its unique design to put cutlery on enables users to have a 

more comfortable and clean experience, and its anti-slip function with its design with 

the edge raised by 10° added convenience while it also enables users to organize the 

attached mat more easily. The color options are lined up with a European monotone to 

add modernity and elegance, thus customers can create a stylish mood with  

any tableware. The product is harmless to the human body by using BPA Free silicon, 

and it is safe thanks to its anti-slip function and does not cause stains easily, enabling 

hygienic management.

(주)리벨롭은 환경생태적 윤리를 기본으로 그린디자인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디자인 회사이다. 리벨롭의 목표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다음세대가 살아갈 지구환경에 작은 보탬이 되는 것이다. 

Revelop is a design company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everyday products based on 

ecological ethics. The company aims to get closer 

to the customers by raising awareness of green 

products and also to contribut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next generation.

㈜리벨롭 REVELOP Co., Ltd.
revelop.kr

revelop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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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컵

리트컵은 목재 기반의 바이오 소재로 만들어진 지속 가능한 텀블러이다. 소재의 특성상 적은 분자량으로 

인해 가공과 폐기 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적어 친환경에 적합하다. 진공 텀블럼보다 높은 열전도율을  

해결하기 위해 폐페트병에서 재활용 된  단섬유로 슬리브를 만들어 사용성을 높였다. 

옵션 다크 그레이, 멜란지 그레이, 오렌지,  

 우드그린, 우드 인디고

소재 CXP(Wood Based Cellulose X-Linked  

 Polymer), Felt(재활용 PET 플라스틱)

규격 80 × 86 × 158 mm

OPTION Dark Gray, Melange Gray,

 Orange, Wood Green,  

 Wood Indigo

MATERIAL CXP(Wood Based Cellulose  

 X-Linked Polymer), Felt

SIZE 80 × 86 × 158 mm

REET CUP

Reetcup is a sustainable tumbler made with wood-based biomaterials. Due to the 

nature of the material, it generates a small amount of carbon during processing and 

disposal because of the small molecular mass, making it an eco-friendly material. In 

order to solve higher thermal conductivity than vacuum tumbler cups, sleeves were 

'언롤서피스'는 랩엠제로의 자체 브랜드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친환경 소재를  

연구하며 이에 맞는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 등을 디자인 •  

제작하고 있다. ‘언롤서피스’는 ‘석유계 플라스틱 0%’를 목표로 

대체플라스틱 소재의 연구 및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친환경 제품을 넘어 ‘디자인을 갖춘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삼고 있다.

“Unroll Surface” is a private brand of lab M.0 and 

a “Sustainable Lifestyle Brand.” The company 

researches domestic-developed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and designs and produces 

daily items. “Unroll Surface” aims to achieve 

“Petroleum-based plastics 0%” and is researching 

and developing alternative plastic materials to 

do so. In addition, the company pursues “Stylish 

Sustainability” beyond a simple green product. 

랩엠제로 Lab Mzero
unrollsurface.kr 

sinwook.park@mze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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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클 프라임

린클 프라임은 ㈜비앤테크가 개발하고 디자인한 국내 최초 자동화 음식물처리기로 센서를 통해 뚜껑을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다. 특허받은 미생물을 통해 음식물을 분해·소멸하며 하루 최대 1kg의 음식물을 

24시간 이내 97%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음식물 발생 즉시, 연속 투입이 가능하며 남은 잔여물은 텃밭의 

퇴비로 재사용가능한 친환경제품이다. K마크, 전자파, 안전확인서 등 각종 인증을 받아 안전하며  

UV-C 4중 살균 탈취 시스템으로 냄새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Reencle Prime

Reencle Prime is Korea’

BN TECH Co., Ltd and the product’s sensor enables the function of automatic opening 

and closing of the cover. Patented microorganisms decompose and destroy food, and 

they can process up to 97% of food within 24 hours. The product is environmentally 

friendly as the input of food waste, as soon as it is generated, is possible while 

it is operating, and the residue is reusable as compost for the garden. Safety is 

’t have to worry about rotten smell thanks to the 

UV-C quadruple sterilization and deodorization system.

㈜비앤테크는 미생물 분해방식의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린클'을 

개발, 생산, 제조하는 기업으로 '자연에서 온 것을 자연으로  

돌려 준다'라는 슬로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허 받은 미생물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근본적인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한다. 

린클 음식물처리기는 음식물 처리기 업계 최초 자동 개폐 방식을 

탑재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으며 기존 음식물 처리기  

모델 중 가장 상향 버전의 음식물처리기를 출시하여 미생물  

음식물 처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BN TECH Co., Ltd. is a company that develops, 

produces, and manufactures “Reencle,” a 

household food waste decomposer, and the 

product processes food waste in the most 

fundamental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through patented microorganism to pursue the 

company’s slogan “Return what comes from 

nature to nature.” Reencle food processor is the 

customer convenience by installing an automatic 

opening and closing system and is leading 

the market of food waste processes through 

microorganisms by releasing the most upward 

version of the existing food processor model.

㈜비앤테크 BNTECH

옵션 스타화이트, 아이언실버

소재 ABS

규격 305 × 331 × 467 mm

OPTION Star White, Iron Silver

MATERIAL ABS 

SIZE 305 × 331 × 467 mm

reenclestore.com
bntech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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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트리

모니터 양쪽에서 넝쿨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데스크테리어 DIY 키트. 업무 중 가장 오랜 시간 

보는 모니터를 쾌청하게 변화시킨다. 업무 중 모니터 옆 식물을 보고 기분전환을 하고 눈 피로도 해소할  

수 있다. 식물 전용 LED가 식물 성장에 충분한 빛을 공급하고 화분이 투명이라 흙 수분상태가 보인다.  

어플에 식물 사진을 올리면, 24시간 내 진단과 처방을 전달하여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다.

옵션 더블 모니트리 - 투명, 화이트, 블랙

 싱글 모니트리 - 투명, 화이트, 블랙

소재 아크릴, PE(Polyethylene)

규격 120 × 80 × 365 mm / 750g

 120 × 70 × 365 mm / 620g

OPTION Double Monitree -

 Transparent, White, Black

 Single Monitree -  

 Transparent, White, Black

MATERIAL Acrylic, PE(Polyethylene)

SIZE 120 × 80 × 365 mm / 750g

 120 × 70 × 365 mm / 620g

Monitree

allow vines to grow on both sides of the monitor changes the desktop environment 

that you see for the longest time during work into more vibrant. Customers can 

refresh themselves by looking at the plants next to the monitor during working hours 

and relieve eye fatigue.

transparent, showing soil moisture status. If customers post a picture of a plant on the 

dedicated application, the app delivers diagnosis and prescription within 24 hours, 

making it easy for anyone to grow the plant.

PLTRIS는 식물을 활용한 디자인 제품을 제작한다. 

Plant+Tetris의 합성어로, 테트리스 게임에서 빈 공간에  

알맞을 블럭을 넣듯 일상의 빈 공간에 플트리스 제품을 배치해 

재미와 활력을 선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PLTRIS produces various design productsutilizing 

 plants. PLTRIS is a compound word for Plant and 

Tetris, and it is a company that aims to provide 

fun and vitality by placing PLTRIS products in 

empty spaces in consumer’s everyday life, just  

as a match suitable block for empty spaces in 

Tetris games.

플트리스 PLTRIS
pltris.co.kr

huneyfunny@pltr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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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하는 물고기

핑크픽의 [목욕하는 물고기] 비누는 조선 시대 민화인  출발, 잉어가 지닌 좋은 의미를 

담으면서도 시각, 후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주는 동시에, 천연 오일과 자연유래성분을 사용, 피부 타입별로 

쓸 수 있도록 섬세하게 만든 수제 비누로, 잉어 주둥이에 천연 마 끈을 심어 놓아 샤워바에 걸어 놓고  

사용할 수 있다. 

백잉어 비누  아이와 건조한 피부를 위한 백잉어 비누는 산양유와 벌꿀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해주며  

   매끄럽고 탄력있게 유지시켜 준다. ‘알러지 프리’의 프레그런스 오일을 사용한 부드러운 오트밀 향이다.

비단잉어 비누  여성들과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비단잉어 비누는 동백나무씨오일과 병풀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스트레스 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과 윤기를 더한다. 우아한 클래식 플로럴 향의 ‘알러지 프리’  

   프레그런스 오일을 사용했다.

먹잉어 비누  사춘기 청소년과 지성 피부를 위한 먹잉어 비누는 대나무 숯가루와 티트리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피지  

   흡착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 로즈마리와 레몬이 배합된 신선한 허브향의 ‘알러지 프리’  

   프레그런스 오일을 사용했다.

BATHING FISH

PinkPick's [Bathing Fish] soap is a handmade soap inspired by the Joseon Dynasty 

folk painting < EBYONSEONGLYONG-DO>, containing a symbolic meaning of common 

carp while providing both visual and olfactory enjoyment. In addition, the soap uses 

natural oil and natural ingredients for each skin type and has natural yam string on it 

so the customers can hang the soap on the shower bar. 

White Carp Soap White carp soap is for children and dry skin since it contains goat milk and honey 

    to provide nutrition to the skin and maintain skin elasticity. It is a soft oatmeal scent  

   using an 'Allergy Free' fragrance oil.

Koi Carp Soap Koi Carp Soap is for women and sensitive skin since it contains camellia seed  

   oil and Centella Asiatica extract to relieve stressed skin and add moisture and  

Ink Carp Soap Ink Carp Soap is for adolescent and oily face since it contains bamboo charcoal  

   powder and Teatree oil to help serum absorption and skin relax. It is an fresh herbal  

   scent with rosemary and lemon using an 'Allergy Fre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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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백잉어, 비단잉어, 먹잉어

소재 고체 비누 소재

규격 50 × 35 × 125 mm

OPTION White Carp, Pink Carp, Grey Carp

MATERIAL Solid Soap

SIZE 50 × 35 × 125 mm

(주)그래빗코퍼레이션은 2019년 런칭, 마스크팩 2종 

(슬리핑뷰티/스노우화이트)과 3종 수제비누 등 클린시크  

뷰티 브랜드 pinkpick과 하이엔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FM91.02를 브랜딩 및 제품들을 제작,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Grabit Corporation launched in 2019 and is a 

company branding and incubating “PinkPick,” a 

clean chic beauty brand selling two types of face 

mask sheet (Sleeping Beauty/Snow White) and 

three types of handmade soap, and “FM91.02,” 

a high-end street fashion brand while also 

producing and designing products.

㈜그래빗코퍼레이션 GRABIT Corporation
pinkpick.co.kr

pinkpick@grab-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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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부르는 왕의 가구

가장 한국적이고도 현대적인 퍼민의 복을 부르는 왕의 가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 100년을  

바라보는 디자인 철학으로 까다롭게 제작되었다. 한국 무형 문화재 제 55호인 소목장 이수자 김재열과  

협업으로 탄생, 전통의 목재 가구 기법인 짜임 결부기법을 통해 못을 치지 않은 구조로 100년의 대를  

물릴 만큼 견고한 가구이다. 한국의 동양적 예술 콘텐츠인 민화를 차용한 실용적인 실생활 민화 가구로, 

민화 작가인 퍼민의 대표가 직접 그린 그림을 100% 리넨 소재에 디지털 프린팅하여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한다. 

The Furniture of King

Kings Furniture bringing blessing, which is the most Korean and modern, is made in 

the most traditional way and the company made it with the strictest design philosophy 

which has almost 100 years of history. The product was born in the collaboration with 

Jae-yeol Kim, the 55th Kore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the traditional wood 

furniture technique enables a non-nailing structure that can stand solid for 100 years. 

It is practical real-life furniture decorated with digitally printed Korean traditional folk 

paintings, an artwork of Furmin CEO, who is also a folk painting artist, in 100% linen, 

and creating sustainable value.

옵션 사방탁자 2단, 사방탁자 3단, 사방탁자 4단

소재 100% 리넨. 100% 원목, 천연오일

규격 300 × 300 × 670 mm

 300 × 300 × 950 mm

 300 × 300 × 1,230 mm

OPTION Bookshelf 2, Bookshelf 3,

 Bookshelf 4

MATERIAL 100% Linen, 100% Wood, Natural Oil

SIZE 300 × 300 × 670 mm

 300 × 300 × 950 mm

 300 × 300 × 1,230 mm

한국 감성의 글로벌 명품으로 브랜딩된 퍼민은 

ART+CRAFT+DESIGN의 결정체이다. 새로운 해석, 소재,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장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 기술,  

문화적 가치를 지속해 나가는 기업이다.

Furmin is a culmination of ART + CRAFT + 

DESIGN as a Korean-style global luxury. The 

company is continuously sustaining artistic, 

technical, and cultural values by cooperating with 

artisans while developing new interpretations, 

materials, and technology. 

주식회사 퍼민 FURMIN Co., Ltd.
furmin.kr

euny15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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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베리

브라이언베리 피치백은 1차 기간산업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리사이클링, 그라인더 분쇄 작업을 통해  

가공한 TPU 필름 소재를 업사이클링한 가방이다. 불투명한 소재로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이 디자인  

컨셉이며, 여름철 바닷가나 워터파크에서 소지품 수납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된 제품이다. 자동차 시트,  

가죽 소파 내장재로 사용되는 Foam의 버려지는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지구환경을 살리고 패션을  

돋보이게 하는 브라이언베리 브랜드의 철학을 들여다 볼 수 있다.

BRIANBerry

can easily carry the belongings at the beach or water park during the summer season. 

By utilizing the discarded parts of foam, which are used as interior materials for car 

seats and leather sofas, it shows that the philosophy of the BRAIN BERRY brand 

protects the global environment and makes fashion stand out.

옵션 오렌지

소재 폴리우레탄

규격 370 × 300 × 100 mm

OPTION Orange

MATERIAL Polyurethane

SIZE 370 × 300 × 100 mm

브라이언베리는 스퀘어즈에서 개발한 국내 브랜드로,  

브라이언베리라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구축한다. 캐릭터 브라이언베리가 전세계 각국의 도시들을  

경험하며 받은 영감을 제품으로 구현하는 트래블러 캐릭터  

라이프스타일웨어 브랜드이다.

BRAIN BERRY is a Domestic brand developed by 

SQUARES and is establishing a brand story based 

on a character name BRAIN BERRY. It is a traveler 

character lifestyle wear brand that realizes 

the impression that BRAIN BERRY has gotten 

during his travel to all cities around the world as 

products.

스퀘어즈 SQUAREZ Co., Ltd. brianberry1@brianber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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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다늘 색동 네잎클로버 브로치

작은 하트가 모여 큰 네잎클로버를 이루고, 클로버의 색상 또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색동으로  

디자인 했다. 네잎클로버의 가운데는 담수진주를 넣어 고급스러움을 표현했고, 남녀노소 착용하는  

모든 이에게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했다.

VIDANEUL Saek Dong Four-Leaf Clover Brooch 

Small heart shapes make big four-leaf clover while the color of the clover was 

designed with traditional Korean color spectrum to show the beauty of Korea. The 

mini freshwater pearl in the center of the four-leaf clover gives elegance to the 

product, while the design is to bless the one who wears the product.

옵션 맞춤형 색

소재 색동, 담수진주, 황동

규격 40 × 100 × 5mm

OPTION Bespoke Color, Material

MATERIAL Saek Dong, Fresh Water Pearl, Brass

SIZE 40 × 100 × 5mm

비다늘은 고귀하고 화려한 비단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이다.  

‘당신의 가슴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심는다’는 메시지를 담아  

한국의 다채로운 아름다움과 문화를 전세계로 알리는  

실크로드 브랜드로 만들고자 한다. 

VIDANEUL is a brand inspired by elegant and 

fancy silk. The company pursues to make itself 

a silk-road brand to spread Korea’s variety 

of beauty and culture with the message of 

“engraving the beauty of Korea in your heart.”

비다늘 VIDANEUL
vidaneul.com

vidane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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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샤워기 캔버스

스마트샤워기 캔버스는 맞춤형 컬러와 작품으로 트렌디한 욕실을 완성 할 수 있다. 또한 3세대 '프리즘  

헤드'는 빛의 굴절로 다양한 각도로 퍼지는 프리즘처럼 빠르게 신체의 몸을 적셔주며, 2단 구성과 각도  

조절 분사로 사용자의 키 높이에 맞게 전신 샤워가 가능하다. 자가발전방식 디스플레이는 현재 수온과  

물 사용량을 표시, 적정량 물 사용 유도로 자원과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

SMART SHOWER CANVAS

Smart showerhead CANVAS enables consumer to create trendy bathroom with 

customized color and design. The third generation "Prism head" quickly wets the body 

to take a full-body shower by setting the height to the user with a two-level height 

adjustment function and angle control spray. The self-generating display shows the 

current water temperature and water usage and enables users to save resources and 

time by inducing the proper amount of water usage.

옵션 밀크 화이트, 모거나이트 핑크, 포레스트 그린,  

 드리즐 그레이, 아몬드 밀크

소재 황동,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 

규격 440 × 1,100 × 150 mm

OPTION Titan Mirror, Milk White,  

 Moganite Pink, Forest Green,  

 Drizzle Grey, Almond Milk

MATERIAL Brass, ABS, Glass, Aluminum

SIZE 440 × 1,100 × 150 mm

세비앙은 국내외 150여개 이상의 디자인과 혁신상으로  

이루어 온 [디자인경영대상 기업], 욕실의 혁신을 넘어 '케어리빙 

이노베이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음산업(드림소사이어티)의 

리더로 앞장서는 기업이다.

Cebian is a [Design Award Winner] company 

that has received more than 150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sign and innovation awards 

and is a leading company in “Dream society” by 

increas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care living 

innovation” beyond the innovation of  

the bathroom.

세비앙㈜ CEBIEN Co., Ltd.
cebien.com

info@cebi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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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워터 듀얼키친

씨워터 듀얼키친은 전해살균수를 통해 주방식기, 조리도구, 행주 등의 세균 오염을 해결 할 수 있는  

완벽한 살균 시스템이다. 사용이 쉽고 빠르도록 터치 방식의 디자인 적용, 안심 세척수 작동시 컬러  

LED 적용과 음성 안내로 사용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패스트 히팅 시스템’이 적용되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온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C-WATER DUAL KITCHEN

C-Water Dual Kitchen is equipped with the best sterilization system to disinfect 

utensils, cookware, and dishcloth through an electrolytic water sterilization system. 

Touch-type design is applied for easy and fast use, a color LED light turns when the 

safe washing water operates, and voice guidance is applied, enhancing safety and 

convenience, while a “fast heating system” enables a user to use the product in warm 

temperatures during the cold winter.

옵션 매트 니켈, 샤인 크롬, 매트 블랙

소재 황동 

규격 328 × 136 × 320 mm

OPTION Matt Nickel, Shine Chrome,

 Matt Black

MATERIAL Brass

SIZE 328 × 136 × 320 mm

세비앙은 국내외 150여개 이상의 디자인과 혁신상으로  

이루어 온 [디자인경영대상 기업], 욕실의 혁신을 넘어 '케어리빙 

이노베이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음산업(드림소사이어티)의 

리더로 앞장서는 기업이다.

Cebian is a [Design Award Winner] company 

that has received more than 150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sign and innovation awards 

and is a leading company in “Dream society” by 

increas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care living 

innovation” beyond the innovation of  

the bathroom.

세비앙㈜ CEBIEN Co., Ltd.
cebien.com

info@cebi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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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토 레트로키보드

‘엑토 레트로키보드’는 타자기스타일 요소에 기능성을 더하여 디자인한 무선 및 블루투스 키보드이다.  

크래들에 태블릿과 휴대폰 등의 디바이스를 끼워 타자기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키보드처럼  

컴퓨터키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멀티페어링 기능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를 손쉽게 변경해가며  

쓰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바닥을 뒤집지 않고 다이얼을 돌려 자판의 높이를 조절 할 수 있어  

편리하면서도 레트로한 감성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한다.

'Actto Retro Keyboard' is a wireless & Bluetooth keyboard of typewriter-style design 

with functionality. Devices such as tablets and mobile phones can be inserted into the 

cradle to use the product as a typewriter, while it can be used as a general computer 

keyboard, therefore, its multipair function enables users to use various devices by 

purpose. Consumers can adjust the height of the keyboard by turning the dial, not by 

turning the keyboard upside down, making it more convenient and retro.

옵션 화이트, 아이보리, 민트, 핑크, 네이비

소재 ABS

규격 B303 356 × 218 × 67 mm

 B503 486 × 218 × 67 mm

OPTION Snow White, Butter Ivory,

 Sweet Mint, Baby Pink,  

 Midnight Navy

MATERIAL ABS

SIZE B303 356 × 218 × 67 mm

 B503 486 × 218 × 67 mm

엑토는 1992년 설립되어 대한민국 부산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영업사무소와 중국공장을 운영하며30년간 모바일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디자인, 개발, 제조, 유통하는 기업이다.

Actto is established in 1992 and is a company 

designing, developing, manufacturing, 

distributing mobile and computer devices, and 

its headquarters is in Busan, Korea while the 

located in China.

엑토 actto

actto Retro Keyboard

actto.com
atsohn@act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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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보린

엘보린은 보다 편안한 자세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데스크로, 기울어진 상판과 바깥으로  

튀어나온 구조덕분에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몸의 긴장을 줄일 수 있다.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 시, 상판이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지지해 주어 근육 긴장도를 줄이고 특히 의자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스크 환경의 개선까지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ELBOLEAN

Elbolean is a side desk that helps users to concentrate in a more comfortable posture 

and release body tension thanks to its inclining upper board and protruded structure. 

When using a mouse and keyboard, the top board supports from the wrist to the 

elbow, reducing muscle tension, while the design helps users sit down on a chair in 

the right posture, eventually improving the desk environment.

옵션 화이트, 옐로우, 라이트블루, 핑크, 그레이, 블랙

소재 MDF, LPM코팅, PP플라스틱, 네오디움  

 마그넷, 폴리우레탄

규격 760 × 520 × 60 mm

OPTION White , Yellow, L.Blue, Pink,  

 Gray, Black

MATERIAL  

 Neodymium, Magnet, Polyurethane

SIZE 760 × 520 × 60 mm

4WORK는 디자인을 통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제작 및 생산까지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오피스내 개인의 업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가구와 생활 용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4WORK is a company proposing various solutions 

through design and providing solutions from 

production to manufacturing. In particular, the 

company is developing furniture and daily items 

centering around improving the individual work 

㈜포워크 4WORK
4work.co.kr

info@4wor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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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캡 메이크업 브러시

오토캡 메이크업 브러쉬는 한 손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열고 닫는 메이크업 브러시로, 뚜껑이 있어 외부 

먼지로 부터 브러쉬를 보호 할 수 있어 위생적이다. 또한 브러시가 손상되거나 브러시에 묻은 내용물이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별도의 파우치 없이 휴대가 가능하고 모델에 따라 완전 밀폐가 되어  

매번 브러시를 닦지 않아도 브러시에 묻은 내용물이 굳지 않아 뚜껑을 열어 바로 사용 가능하다.

Auto-Lid Makeup Brush

Auto-cap makeup brush is a makeup brush that can be opened and closed quickly and 

easily with one hand, and it is hygienic because it has a lid to protect the brush from 

external dust. In addition, the lid also prevents damage to the brush or contamination 

of the surroundings by makeup residuals on the brush. The product is easy to carry 

without separate makeup bags, and depending on the models, it is completely sealed, 

so the brush would not harden even if not cleaned every time, enabling users to use it 

immediately by opening the lid.

옵션 샴페인 골드

소재 폴리프로필렌

규격 11 × 11 × 125 mm

OPTION Champagne Gold

MATERIAL PP

SIZE 11 × 11 × 125 mm

페어그린은 한 손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열고 닫는 메이크업  

브러시, 리퀴드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립 스틱 등의 색조  

화장품을 제조하여 자체 브랜드 CLICKA, 또는 ODM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다.  

PAIR GREEN manufactures one-touch auto cap 

makeup brushes and color cosmetics such as 

liquid eyeliner, eyebrow, and lipstick and sells 

them through their private brand CLICKA or ODM.

㈜페어그린 Pairgreen Inc.
pairgreen.com

pairgreen@pairgr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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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웰 비타민 캡슐 샤워기

워터웰 비타민캡슐 샤워기는 정수기능에 피부관리 기능을 더한 프리미엄 정수샤워기이다. 

85mm 살수판에 0.3mm 미세홀이 242개가 있어서 부드럽고 풍부한 물줄기가 편안한 샤워를 돕는다. 

샤워 시 물줄기와 함께 은은한 향이 발산되어 편안한 샤워 기분을 즐긴다. 헤드외부에서 2초만에 간편  

설치 할 수 있는 비타민캡슐필터에는 천연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수돗물속의 소독제인 잔류염소를 

99%제거하고 피부재생기능이 있는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남녀노소 손쉽게 2초만에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큰 장점으로 추후 다양한 기능과 

향을 갖춘 필터를 가족의 취향에 맞게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아토피 등 각종 피부염 치료를 

위한 피부치료용 성분을 캡슐필터로 만들어 병원에서 처방하여 보다 전문적인 헬스케어 제품으로  

성장가능하며, 피부염 환자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다.

Waterwel Vitamin Capsule Showerhead

Waterwel vitamin capsule showerhead is a premium water purifying showerhead 

that adds skin esthetic function into the water purifying function. There are 242 

0.3mm micro holes on the 85mm spray plate, which helps users take a comfortable 

shower with a soft, rich stream of water. Users can enjoy a comfortable shower 

with a delicate scent along with a stream of water during shower time. The vitamin 

seconds, contains natural vitamin C, removing 99% of residual chlorine, a disinfectant 

in tap water, and contains ceramide with skin regeneration function, which helps 

improve skin texture. Above all, the greatest advantage is that men and women of 

also a potential for the product to grow into a more professional healthcare product 

such as atopic dermatitis, allowing doctors can prescribe the capsule. I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dermatitis patients.

옵션 프리미엄 화이트, 화이트, 블랙, 투명

소재 에코젠 , PP

규격 헤드지름 84mm × 총장 246 mm / 250g

OPTION Premium White, White,  

 Black, Transparent

MATERIAL ECOZEN, PP

SIZE Head diameter 84 mm × 

 Length 246 mm / 2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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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커머스는 2014년 4월 창립하여 가정용 수도필터제품  

(주방용, 욕실용 필터샤워기, 비타민샤워기, 세탁기필터 등)을  

직접 개발, 제조, 유통하는 회사이다. R&D부터 온라인마케팅 

까지 연결된 경영구조는 한중커머스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8년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자체 브랜드 "워터웰"은 국내외  

50만 가구가 사용하는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생활정수제품의 

대표브랜드이다. 더 나아가 전문 피부 치료용 헬스케어  

샤워기를 연구개발 중에 있다. 

Founded in April 2014, Hanjung Commerce is 

a company that develops, manufactures, and 

showerhead, vitamin showerhead, washing 

of Hanjung Commerce is a linked management 

structure from R&D to online marketing. Its 

private brand “Waterwel,” which has been 

steadily loved for eight years, is the reliable 

brand used by 500,000 households at home and 

abroad. Furthermore, the company is under the 

R&D of a professional healthcare showerhead for 

skin treatment.

㈜한중커머스 HANJUNG COMMERCE Co., Ltd.
waterwel.co.kr

comsupport@ehan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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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씨 아이디16 카드홀더

ID16 카드홀더는 사원증의 기능과 본질에 집중하여 개발한 제품이다. 기존 제품의 부족한 수납력,  

투박한 디자인, 무거운 무게 등을 개선하고자 컴팩트하게 설계하여, 16g의 가벼운 무게, 미니멀한  

외관 디자인과 함께 최대 3장의 카드를 보관할 수 있다. 폐목재를 재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목분 특유의 불규칙한 패턴으로 심미성을 높였다.

TOCY ID16 CARD HOLDER

The ID16 card holder is a product focusing on the function and nature of the employee 

and heavy weight of existing products, ID16 can store up to three cards along with 

16g of lightweight and minimal exterior design. By using eco-friendly plastic recycled 

from waste wood, carbon gas emissions genera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are 

reduced while enhancing aesthetics with the unique irregular pattern of the wood.

옵션 우디 화이트, 우디 블랙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 ABS에 목분을 첨가한  

 WPC(Wood Plastic Composite)

규격 61 × 6 × 95.5 mm

OPTION Woody White, Woody Black

MATERIAL Bioplastic - Wood Plastic  

 Composite (WPC) with Wood  

 added to ABS

SIZE 61 × 6 × 95.5 mm

디파트너스는 2013년 설립한 종합디자인 전문회사이다.  

설립 후 다양한 제품, 시각,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현재 2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로  

성장하였다.

D-Partners is a design company established 

in 2013. After its establishment, the company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related to 

products, visuals, and service design, and now 

it has grown into a robust design company with 

about 20 employees.

㈜디파트너스 D.Partners
d-partners.co.kr

design1@d-partners.co.kr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95



2022
글로벌생활명품

2022
Global Premium Living Goods

96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97



2022
글로벌생활명품

2022
Global Premium Living Goods

98

트리조이

트리조이는 단순히 앉는 용도가 아닌 건강을 지키는 헬스케어 관점으로 재구성한 첫 번째 작품이다. 

Tritzoi embodies 'Balance 균형'을 상징하는 Tritzoi는 몸의 균형, 기능의 균형, 디자인의 균형을 

이룬 인체공학 의자이다.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분할 좌판은 바른 자세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줄 것이며,  

특히 3D 곡선의 좌판은 부드러운 착좌감을 제공하여 기존의 원목 의자와는 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Tritzoi

lives. It embodies 'Balance'. Tritzoi is a chair that considers the body balance and the 

balance between functions and design. The seat divided into four sections moving 

in every direction helps users to get used to having the right posture while the 3D 

letting customers have a whole new experience.

옵션 월넛, 오크

소재 원목

규격 560 × 590 × 905 mm

OPTION Walnut, Oak

MATERIAL Superior hard wood  

 (North America)

SIZE 560 × 590 × 905 mm

누지는 경척추질환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거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자 하는 중 • 고소득층을 겨냥하는  

자세 교정형브랜드이다.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4분할 좌판으로  

바른 자세를 만들어 통증감소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NOOGi is a posture-correcting brand aimed at 

middle-class • high-income class who has back 

pain due to cervical spine disease or want to 

enjoy a healthy lifestyle. It is characterized by 

helping reduce pain by making a correct posture 

as it consists of a seat divided into four sections 

moving in every direction.

주식회사 누지 NOOGI Inc.
noogifurniture.com

info@noogifurni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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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거온

포거온은 휴대용 무선 방역 소독 분사기이다. 강력한 초미립자(10㎛~30㎛)분사가 가능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무선 타입으로 사용 편리성과 경제성을 갖췄다. 포거온의 주요 사용처는 주거 및  

사무 공간, 의료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생산시설,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다. 

Fogger On

FOGGER ON is a portable wireless disinfection sprayer. It is equipped with 

particles (10㎛~30㎛) and is a wireless type using lithium-ion batteries. FOGGER 

ON’

facilities, commercial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production facilities, and other multi-use facilities.

옵션 백색

소재 ABS

규격 350 × 185 × 150 mm

OPTION White

MATERIAL ABS

SIZE 350 × 185 × 150 mm

큐어텍은 2020년 3월 설립하여 미래 혁신적인 헬스케어  

제품 개발로 인류의 건강과 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비접촉 방식으로 얼굴 생체신호 측정 및 AI 분석을  

통해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를 정량화하여 사용자의  

건강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한 고주파 치료기로 새로운  

헬스케어의 미래를 열어가는 벤처기업이다. 

Curetech, founded in March 2020, is a company 

striving hard to enhance the public health of 

the humanity by developing future-oriented 

innovative healthcare products. It is a venture 

company that is opening the future of new 

healthcare with a high-frequency treatment 

pressure, pulse, and oxygen saturation through 

facial bio-signal measurement and AI analysis 

in a contactless manner, enabling monitoring of 

users’ health information.

주식회사 큐어텍 CURE TECH Co., Ltd. curetec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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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 윌로우 칫솔 6240 울트라소프트

윌로우 칫솔은 일반적인 칫솔 미세모 1,500~2,000개의 약 3배인 6,240개의 라운드 균일 미세모로 

이뤄져있어 더욱 꼼꼼한 양치질이 가능하다. 작은 헤드로 어금니의 구석까지 양치하기 용이하며,  

부드러운 칫솔모로 잇몸에도 자극없이 양치가 가능하다. 솔리드 무광 재질의 8가지 컬러로 칫솔모와  

톤온톤을 맞춰 컬러감을 강조했으며, 하단 밑면을 FLAT하게 만들어 별도의 거치대 없이도 세워서  

보관할 수 있게 편리성을 더했다. 

Frog Willow ultra soft 6240 tooth brush

times more than 1,500 to 2,000 ordinary toothbrush’

meticulous brushing. It is easy to brush teeth to the corners of molars with a small 

head, and consumers brush teeth without irritation on gums with a soft toothbrush 

cap. The product matches the body color with the bristle with tone-on-tone color 

convenience to storing it without a separate stand.

옵션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라벤더,

 그레이, 화이트

소재 칫솔모: PBT, 손잡이: PP, 칫솔캡: PC

규격 52 × 40 × 186 mm  

OPTION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Lavender, Grey, White

MATERIAL Bristle: PBT, Handle: PP,  Cap: PC

SIZE 52 × 40 × 186 mm  

프로그는 오리오의 자체 브랜드로, ‘생활에 진심을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수세미, 지퍼백, 고무장갑, 주방세제 등의  

주방용품과 매직블럭 등의 청소용품, 마스크 및 칫솔 등을  

판매하는 생활용품 브랜드이다.

FROG, a private brand of Orio, is a household item 

brand with the slogan of “Embedding sincerity 

in the life,” selling kitchen utensils such as 

scrubbers, zipper bags, rubber gloves, kitchen 

detergents, cleaning supplies such as magic 

blocks, face masks, and toothbrushes.

오리오 ORIO
frogstore.co.kr

oh520@htcgro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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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실리콘 냄비손잡이

헤이실리콘손잡이는 안전하고 손쉽게 냄비를 이동시킬 수 있는 냄비손잡이다. 에라토에서 디자인한  

귀여운 고깔형태에 열전도율이 낮고 내열성이 강한 실리콘으로 제작되었으며, 안쪽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돌기가 있어 안전하게 냄비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인채에 무해한 실리콘 재질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복원력이 좋아 오래 사용해도 제품의 변형이 거의 없으며 패브릭 소재에 비하여 오염도가 낮다.

Hej Silicone Pot Grip

Hej silicone pot grip is a pot grip allowing users to move the pot safely and easily. It is 

made of silicon, a material with low thermal conductivity and strong heat resistance, 

in the form of a cute cone shape designed by ERATO, and has a protrusion inside 

that prevents slipping inside, so that users can move the pot safely. It is a silicon 

material that is harmless to the human body, enabling users can use the product 

no deformation of the product even if used for a long time, and it is more pollutant-

resistant than products made with fabric.

옵션 그린, 만다린, 망고, 베이지, 블루, 초코

소재 실리콘

규격 80 × 60 mm

OPTION Green, Mandarin, Mango,  

 Beige, Blue, Choco

MATERIAL Silicone

SIZE 80 × 60 mm

에라토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소재와 질감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식탁을 더 특별하게 하기 위해, 클래식  

식기부터 현대 식생활을 맞춘 트렌드 식기까지 다양하고  

전문화된 키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 하는 기업이다.

ERATO is continuously researching materials and 

textures to make a quality product. To make more 

special tables, the company designs various 

and specialized types of kitchen lifestyles from 

classic tableware to trendy tableware suitable for 

modern life.

에라토 ERATO
eratokorea.com

eratocera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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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안 PPS

휴안PPS는 오랜 시간 라이딩을 해도 전립선과 음부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안장이다.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겪는 음부신경이 짓눌려 발생하는 자전거 안장으로 인한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안장통을 느끼는 좌골결절의 접촉 부분을 회피하도록 쿠션부인 우레탄 패드를 좌,우 대칭으로 

나누었으며, 안장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U자형 홈을 설계해 통풍으로 쾌적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로드 자전거, MTB, 전기 자전거, 실내 자전거 등에 사용 가능하다.

HUAN PPS

HUAN PPS is a functional saddle protecting the prostate and pudendal nerve even if 

users ride a bicycle for a long time. It fundamentally resolved the pain issue that most 

bicycle users experience due to the fact that the pudendal nerve is compressed by a 

bicycle saddle. To avoid sciatic tuber contact with the saddle, the urethane pad, the 

cushion part, is divided into two with bilateral symmetry, while the U-shaped groove 

across the center of the saddle enables ventilation, allowing users to enjoy a pleasant 

riding experience. The product is able to equipped with road bikes, MTBs, electric 

bicycles, and indoor bicycles.

옵션 블랙, 레드

소재 폴리우레탄, 나일론66, 경강선

규격 180 × 250 × 90 mm

OPTION Black, Red

MATERIAL Polyurethane, Nylon66, 

 Hard Steel Wire

SIZE 180 × 250 × 90 mm

주식회사 휴안은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가 겪는 음부신경이  

짓눌려 발생하는 자전거 안장으로 인한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전립선과  

음부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안장'을 연구 및 개발,  

제작하는 기업이다.

In order to fundamentally relieve the pain that 

occurs when a pudendal nerve is compressed 

by a bicycle saddle, which most bicycle users 

experience, HUAN is a company that researches, 

develops, and produces "functional saddles that 

can protect the prostate and pudendal nerve” by 

taking consultation from medical experts.

주식회사 휴안 HUAN CO., Ltd.
huan-pps.com

001@huanp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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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디자인진흥원 글로벌확산실 

송정만 실장

황효연 연구원

디자인

스튜디오 베르크

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13496) 경기도 성남시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E. global@kidp.or.kr

T. +82 31-780-2157

kidp.or.kr

PLANNING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Global Expansion Division

Head SONG Jeongman

Researcher HWANG Hyoyeon

DESIGN
Studio Werk

CONTACT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orea Design Center, 322 Yanghyeon-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3496)  

E. global@kidp.or.kr

T. +82 31-780-2157

eng.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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