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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일 - 3월5일
Chicago, USA

행사 정보 및 무료 온라인 등록:
www.housewares.org

국제 가정용품 박람회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혁신, 디자인, 트렌드, 영감 등 가정

용품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가장

SMart한 방법입니다.



• 회사 및 브랜드 – 최고의 국제업체와 브랜드, 가전용품을 선도하는 북

미 공급업체의 전체제품 라인

• 컬러 트렌드 – Pantone® 2019년/2020년 이후의 컬러 및 재료 트렌드

를 엿볼 수 있는 ColorWatch 디스플레이 및 세미나

• 시장 인텔리전스 – 주택 및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 및

소매에 대한 보고 및 예측

• Smart Home – 스마트 홈 제품 및 개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디스

플레이, 발표, 전시

www.housewares.org/show

The International Home + Housewares Show is a great mix of big
brands and smaller innovators. It allows us to see a broad scope of
what is out there in a well organised environment. This Show has
opened up new opportunities that other fairs do not provide.
I'll definitely be back.

Samm Swain, Buying and Merchandising Director
Lakeland

United Kingdom 

트렌드 파악 – 최신 시장 중심의 가정용 제품, 디자인 및 트렌드와

주요 산업 개발에 대한 전략적 통찰



Before we attend the International Home + Housewares
Show in March, we visit major retail stores and specialty
shops around Chicago that are recommended by the IHA.
During the Show, we are able to have business talks with
the companies whose products we observed in the retail
market and had an interest in.  

The IH+HS presents a wonderful opportunity and a rich
source of inspiration for my company.

Mr. Kim, President 
Venta Korea

집중적 행사 – 효과적인 소싱(해외구매)을
위해 준비된 5개의 행사장 내 엑스포

• Dine + Décor – 요리, 식사,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제품을 비롯

하여 가정 및 주방을 위한 최신 혁신을 소개하는 800개 이상의

전시업체

• Discover Design – 전세계의모든쇼 분야에서의 디자인 & 트

렌드 리더 소개

• Clean + Contain – 최신 청소 및 정리 솔루션, 옷장, 욕실 용품

및 독특한 애완 동물 용품을 선보이는 400개 이상의 전시업체

• Wired + Well – 300개 이상의 업체가 선보이는 최신 주방, 가

전, 퍼스널 케어 전자 기기

• International Sourcing Expo & Global Design Points – 

전세계의 모든 쇼 분야에서의 디자인 & 트렌드 리더 소개.

자사브랜드 소싱을 위한 글로벌디자인포인트(Global Design

Points)의 최신 디자인과 가치주도적 전시장.

www.housewares.org/show/expos



최고의 미국 및 캐나다 기업/브랜드 포함:

최고의 유럽 기업/브랜드 포함:

All-Clad
Architec
Butler
Calphalon
Casabella
Chef's Choice
Conair
Corelle Brands
Cuisinart
Danica
Design Ideas
Dexas
Evriholder
Fred & Friends
French Bull
Fusionbrands
Hamilton Beach 
Hestan Cue
Highwave
Honey-Can-Do
HYDAWAY
Interdesign
John Ritzenthaler Company
Kikkerland Design 
KitchenAid
KOHLER 
Lenox
Libbey

Lifetime Brands
Lodge 
Meyer
Microplane
Neatfreak
Nordic Ware
Nostalgia Products
Now Designs
OXO
PackIt
Prepara
Pretika
Rubbermaid
Salton
simplehuman
Stasher
StoreBound
Swissmar
Thermos
TRU
Trudeau 
Umbra
UT Brands
Vitamix Corporation
West Bend
Wilton Brands
Zak Designs
Zoku

Alessi 
Ankarsrum 
ARC
Bialetti
Black + Blum
Blueair
Bodum 
Bormioli Rocco 
Brabantia
Charles Viancin 
Cristel 
De Buyer
DeLonghi 
Denby
DKB
Duralex
Emile Henry
Eva Solo 
Garnier Thiebaut
GEFU
Groupe SEB
Iittala
Joseph Joseph 
Jura
KELA
Koziol 
Kuhn Rikon

L'Atelier Du Vin
Le Creuset
Lekue
Luckies of London
Magisso 
Mastrad
Melitta 
Metaltex
Moccamaster 
Nespresso
Paladone
Peugeot
Philips 
Riedel Crystal 
Royal Doulton
Rösle
Sagaform
Scanpan 
Smeg
Swiss Diamond
Typhoon
Victorinox Swiss Army
Vigar
Villeroy & Boch
WMF 
Wüsthof-Trident 
Zwilling J. A. Henckels



아이디어 얻기 – 최신 혁신, 해외 소매 벤치

마킹 및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

가정용품 산업을 위한

최고의 시상 프로그램

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고 gia 소매업체 시

상에 참여하십시오.

www.housewares.org/show/gia-retail

• 독점적인 소싱 –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혁신적인 신규

브랜드, 제품 및 제품 라인 - 10,000개 이상의 신제품 런칭!

www.housewares.org/show/expos

• 전문가 통찰 – 브랜딩, 소매 성공 요인, 시각적 판촉 등에 대한 전문

가의 통찰력 있는 발표

www.housewares.org/show/events

• Global Inspiration – IHA Global Innovation Awards (gia)를 수상

한 전 세계 소매업체의 전시

www.housewares.org/show/events

• 네트워킹 기회 – 글로벌 가정용품 산업에 대한 리셉션 및 네트워킹

이벤트

IHA쇼는 전세계 어느 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습니

다. 제가 매년 방문하는 이유는 거래처 확보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트렌드를 확인 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Jim Kim, General Manager

Kafel



UNITED STATES
6400 SHAFER COURT, STE. 650
ROSEMONT, IL  60018  USA
TEL: +1 847.292.4200   FAX: +1 847.292.4211
www.housewares.org

INTERNATIONAL OFFICES

www.housewares.org/iha/offices-reps

080118B/1000/KOR

The International Home + Housewares Show in Chicago
is a fantastic opportunity to get a truly holistic grasp
of the latest trends and innovations from not only US brands but
also global suppliers. We loved the focus on creativity and were
particularly impressed with the large number of brilliant startups
and emerging brands demonstrating unique products. The IHA
team's meticulous attention to detail resonates through every
organizational level of the event. 

Matt Ryan, Partner Success Manager
citiesocial

Taiwan

생산성 강화 – 특별한 부가 가치 서비스 및

기회

• 신제품 하이라이트 – 최고의 신제품과 최신 제품 혁신을 조명하는

특별 행사와 전시

www.housewares.org/show/expos-experiences

• 시장 접근성 – 1년 내내 포괄적인 전시업체, 제품, 박람회 행사 및 전

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도구

www.housewares.org/housewaresconnect365

• 무료 서비스 – 박람회 입장 패스, 구매자를 위한 일일 점심, 시카고 시

내 호텔에서 근처의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편리한 셔틀 서비스를 포함

한 무료 구매자 서비스

www.housewares.org/show/register-plan

• 소매 벤치마킹 – 시카고 시내의 미국 선두 소매업체인, Williams

Sonoma, Crate & Barrel, Sur La Table, The Container Store과의

수월한 벤치마킹. 또는 전시회 이후 시카고 교내의 미국 소매업체 개

요 및 하루투어 참석 가능

www.housewares.org/show/guides

TheInspiredHome.com



바이어 무료 서비스를 통한 쉽고 알찬 박람회 준비

박람회 계획 및 준비를 돕는 서비스

• 무료 입장 배지 (사전 등록 필요)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Housewares Connect 365 온라인

박람회 일정표

• 박람회 정보와 팁 등이 들어간 사전가이드 및 잡지  

• 미국 비자 초대장

• 박람회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 사무소 및 대표

거래처 네트워킹과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현장 서비스

• IH+HS 모바일 앱 – 모바일용 Housewares Connect 365 검색 및 계획

• 박람회 디렉토리

• 참여 호텔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셔틀 버스 서비스

• 참가 바이어에게 매일 무료 점심 제공

• 무료 Wi-Fi 
• 다과와 미팅룸이 갖춰진 국제 비즈니스 센터

• 웹사이트 제품검색 제공

• 휴식과 다과를 즐길 수 있는 바이어 클럽

• 박람회 이후에도 찾아 볼수 있는 신제품 전시케이스

박람회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가 가치 교육 및 이벤트

• 20여 개 이상의 트렌드, 디자인, 시각적 판촉 및 브랜딩, 소매 성공

요소 및 소비자 기호에 대한 세미나

• 컬러 트렌드부터 소매 우수 사례,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인부터 최신

제품 혁신까지 아울러 깊은 영감을 주는 전시

•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

• 네트워킹 이벤트 및 리셉션 - 해외 바이어 초대

• 시카고 소매업체 투어: 시카고 주요 가정용품 소매업체를 방문할수

있는 투어 (사전 등록 필요)

www.housewares.org/show/register-plan

2,200개 이상의 미국

및 국제 전시 업체에

대한 자세한정보를 온

라인으로 확인!

• 박람회 참관 업체와의 연락
및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방향 제시

• 신제품 및 박람회 이벤트
검색

• 제품 카탈로그, 사진, 비디
오 등 보기

• 개개인의 검색한 제품, 스
케줄, 메모 및 자신만의 관
람계획이 포함된 개인가방
만들기

www.housewares.org/
housewaresconnect365

2019
march 2 - 5 • chicago, usa



특가 호텔

• 시카고 시내에 위치하며, 식당, 관광지 및

소매점 이용이 편리한 박람회 호텔

• 협정 호텔 요금 - 최대 60% 할인

• 공식 박람회 호텔에서 국제 가정용품 박람회

의 손님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여유로운 항공편

• 전 세계에서 직항 및 정기 항로 사용 가능

• 미국, 캐나다 및 라틴아메리카로 편리하게

연결되므로 박람회와 아메리카 내 다른 여행

지를 함께 방문 가능

시카고 정보 및 리소스

• 시카고 관광 당국인 Choose Chicago에서

특별 온라인 가이드 및 계획 도구 제공 –
www.choosechicago.com 참고

• 시카고 중심에서 가장 흥미로운 가정용품

소매업체를 표시한 시카고 소매 가이드 및

지도

자세한 정보는

www.housewares.org
에서 확인.

시카고 여행 계획을 돕기 위한 유용한 서비스 및 팁

Early Bird Rate Standard Rate
Hotel thru 1/1/19 after 1/1/19

Single/Double Single/Double

Allerton - A Warwick Hotel                                       $129/$129*        $139/$139* 

Ambassador Chicago                                             $154/$154*        $159/$159*

Conrad Chicago                                                      $175/$175         $185/$185

Fairfield Inn & Suites                                                 to be announced       to be announced

Four Seasons                                                             N/A                    $250/$270

Hampton Inn & Suites                                              $164/$164         $169/$169

Hotel Cass                                                                 N/A                    $130/$130  

Hyatt Regency Chicago                                         $165/$165         $178/$178 

InterContinental Chicago                                       $179/$179         $199/$199 

Loews Chicago                                                        $179/$189*        $189/$199*

Millennium Knickerbocker Hotel Chicago            $135/$135         $145/$145 

Peninsula Chicago                                                   $299/$324*        $309/$334*

Radisson Blu Aqua                                                    $178/$178         $190/$190

Ritz Carlton                                                                $225/$225         $235/$235* 

Sheraton Grand                                                       $139/$139*        $165/$165* 

Sofitel Chicago                                                        $195/$195         $205/$205 

Swissotel Chicago                                                    $183/$193         $193/$203 

Virgin Chicago                                                         $173/$173         $178/$178 

W City Center                                                           $179/$179         $185/$185

Waldorf Astoria                                                         $259/$259         $279/$279 

Westin Michigan Avenue                                        $189/$189         $199/$199

* Double Occupancy rooms with two beds may be at a higher rate

080118B/1000/KOREA

6400 SHAFER COURT, STE. 650
ROSEMONT, IL  60018  USA
TEL: +1 847.292.4200
www.housewares.org

INTERNATIONAL OFFICES & REPS
www.housewares.org/iha/offices-reps

전시회의전체공식호텔의리스트와더많은정보를보길원하신다면,
www.onpeak.com/ihhs19를방문해주십시오.

The International Home + Housewares Show는 United 항공과 제휴
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www.united.com/meetingtravel을 방문
하시어 쿠폰코드상자에 ZFSX535392 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groupmeetings@united.com 를 통해 미국에 문의하실 수 있
습니다. 회의 예약 시 예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행은 2019년 2월25일~3월17일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TheInspiredHom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