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VING INTERIOR WALL PROPOSAL
무 빙 인 테 리 어 제 안 서



무빙인테리어 소개



무빙 인테리어의 특징 – 3M ( Mudular ,  Modifying,  Moving)



일반 인테리어 무빙 인테리어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단계별 공사

(분진,소음 많음.)

공장에서 생산된 후이즈 시스템 벽체를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끝.

(분진, 소음 없음.)

느리다 빠르다

TIME

MONEY

TRASH

초기 비용 모두 부담
이전 시 철거 비용

초기 비용 Moving Interior Wall 합리적 가격
이전 시 재활용 가능

철거 시 폐기물만 가득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사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와 구조
폐기물 처리비용 거의 없음

RE-CYCLE

한번 시공한 이후는
변경 불가능

시공 중이든 시공 후든 원하는 대로 착탈 할 수 있어
변경 가능

부담스럽다 합리적이다

재활용 불가능 재활용 가능

비용 발생 비용 없음

붙박이 인테리어 후이즈엠 무빙 인테리어 시스템

무빙 인테리어의 특징 - 일반 인테리어 vs 무빙 인테리어



무빙 인테리어의 의미

재활용 가능한 재료와

무빙 시스템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

-이전과 철거 시 재활용 가능한 재료와 구조:

건축 폐기물 최소화

-무빙 시스템: 자유로운 변경과 재사용으로

자재 낭비 감소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화된 벽체와 조립식 설치: 

공사기간 단축

-단축된 기간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김: 

경제 활동 시간과 이윤 창출 증가

- 인테리어 대금 할부 서비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담감 완화. 

-일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 

초기 투자 비용 절감으로 창업 기회 증대

공사기간 단축으로

경제 활동 시간 증가

금융 프로그램으로

창업 기회 증대



무빙인테리어시스템 소개



무빙 인테리어 시스템 개념도

ML
Mobile Limpid

MS
Mobile Soild

런너 설치STEP 1 스터드 설치 (흡음재 삽입)STEP 2 몰딩 결합STEP 3 마감 판넬 부착STEP 4 완료STEP 5

런너 설치STEP 1 유리 설치STEP 2 기스켓 결합STEP 3 완료STEP 4



무빙 인테리어 시스템 설치도

착탈의 기본원리

용접방식이 아닌 피스 체결

방식으로, 해체 및 재조립 사용이

용이하도록 함. 

Rubber Bracket

Panel

Stud

Runner

F.L : ± 0 

차음효과에 유리

탄성결합부재를 이용하여

차음 효과를 높여주며,

판넬이 견고히 고정되게 함.

다양한 마감판넬 적용

판넬 마감을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 맞춤형

벽체구성에 효과적임.

현장 여건에 유연한 대처

각기 다른 레벨에 대해 판넬과

몰딩의 겹쳐지는 폭의 높이로 조절.

C.H : 2550

좁음

넓음

Stud

Panel

Moulding

F.L : ± 0 

C.H : 2700

Rubber Bracket

Stud

Panel

Moulding



착탈의 기본원리

구조틀의 각 부품 (AL. 압출 제작품)은

용접 방식이 아닌 피스 체결 방식으로

해체 및 재조립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작.

마감 패널과 결합된 탄성 결합부재를

수직프레임의 돌기 홈에 고정하여

반복되는 착탈에도 뛰어난 내구성을 지님.

차음 효과

수직 프레임 한 쌍의 결합 홈으로

탄성부재와 결합된 두 패널을

동시에 밀착시킴으로써 패널간

이음매가 기밀해짐.

현장여건에 유연한 대처

설치되어질 벽체 라인상의

각기 다른 바닥레벨에 대해

패널과 몰딩의 겹쳐지는

폭의 높이로 조절.

1 2 3

무빙 인테리어 시스템의 장점



하루 만에

시공

근무 중

설치 가능

벽체 재활용

가능

레이아웃 변경

신속한 대응

벽체마감(유리/판넬)

선택 가능

* 실측 후 제작소요기간이 필요하며, 일부공정 제외.

무빙 인테리어 시스템의 이익



무빙인테리어가격소개



1 . 인테리어의 가격 구성 요소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재료비보다 노무비율이 높음

- 경비는 노무비율에 따라 올라감

무빙 시스템은

노무비를 혁신적으로 감소

경비 감소

2 . 인테리어의 공종

– 20가지 이상의 공종

무빙 시스템은

경량, 목공, 금속, 유리, 필름 공종을

1개의 통합 공종화

- 철거, 경량, 목공, 금속, 유리, 도장, 

- 도배, 수장, 타일 등

- 분절적인 공종

3 . 인테리어의 공사 기간 (공정)

– 20가지 이상의 공정

무빙 시스템은

순차적 현장 투입 없이 1회 시공으로

공사 기간 단축

- 모든 공정이 현장 작업 이므로

- 순차적으로 공정 진행

- 선 공정이 끝나야 후 공정이 가능함

일반 인테리어 & 무빙 인테리어 가격 비교(첫 1회)

1. 가격 우위 원인



초기 인테리어 비용의 20~30%가

원상 복구비

원상 복구비 없음

일반 인테리어 후이즈엠 무빙 시스템

원상 복구비
vs

재 인테리어 비용 100% 이전 설치 시 인건비만 발생재 설치비

vs

일반 인테리어 & 무빙 인테리어 가격 비교(원상 복구)

2. 원상 복구 및 재 설치비



제품(Moving Interior Wall)소개



RSW

OFFICE PRODUCT



GSW

OFFICE PRODUCT



UPGRADE 
SPEC

OFFICE PRODUCT



SG-E TYPE
+ GW-P TYPE

COMMERCIAL PRODUCT



GW TYPE

COMMERCIAL PRODUCT



무빙인테리어적용사례



주요프로젝트

서울신학대학교 우석기념관 리딩룸 인테리어공사

서울신학대학교 명헌기념관 상담센터 인테리어공사

서울신학대학교 그룹스터디룸 인테리어공사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행정지원실 인테리어공사

서울신학대학교 기부자의 벽 인테리어공사

구로 하이노베이션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대치 체이스아카데미 인테리어공사

대치 세계로학원 인테리어공사

동백 최상인비젼학원 인테리어공사

동탄 베리타스학원 인테리어공사

영리 알엠에스 인테리어공사

역삼동 608사무실 인테리어공사

펜타힐의원 인테리어공사

원클래스라이브러리 인테리어공사

태백 별빛한우 인테리어공사

스타캠프 인테리어공사

플러스윙 인테리어공사

오성회계법인 인테리어공사

화신 비즈니스센터 인테리어공사

법무법인 정상 인테리어공사

함께 크는 아이들 돌봄카페 인테리어공사

샐룩스학원 인테리어공사

엠코스메틱 인테리어공사

부산 조성우제통의원 인테리어 설계

토이스미스 개발실 모바일벽체 공사

세종시 코숨편한세상한의원 인테리어공사

삼성전자 본관 전체 리모델링공사

LG전자 R&D센터 조성공사

남양주 화도 단독주택 신축공사

수지 더좋은세상국어학원 인테리어공사

골드넥스 인테리어공사

후이즈 비즈니스센터 인테리어공사

삼전동 7-16 도시형생활주택 인테리어공사

역삼동 라쿠스 인테리어공사

태백동물병원 인테리어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리더십연수원 강의실 인테리어공사

이지웰페어 상담센터 마음산책 휴 본점 인테리어공사

안양 굿텔 6층 WEGO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체크인공간 환경개선 공사

마음편한유외과

언주 디어에이치이원

은평구 본 서부병원

박원순 선거캠프 사무실 공사

엔데스크 사무실 공사

태백 700호스텔

공덕 에스엠텍 사무실 공사

타이러스 홀딩스 사무실 공사

후이즈 키스톤 비즈니스센터

에듀윌 학원 종로점/평촌점

아이디컴퍼니 벤처스퀘어

마포 마이창고 사무실 공사

에이스트윈타워 8차 사무실 공사

가산 SK V1 사무실 공사

성수동 M타워 케이스마트피아 사무실 공사

남동공단 에어그린 공장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아디오스 카페 계양점/소풍점

경기도 광주 핸즈업 커피 카페 인테리어공사

2016’ 2017’ 2018’



펜타힐 의원



디어에이치 의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체크인공간 환경개선 공사



경기 광주 핸즈업커피 카페



서울신학대학교 _ 기부자의 벽



후이즈 키스톤



서울신학대학교



에듀윌 종로점



에듀윌 평촌점



원클래스 독서실 송파점



원클래스 독서실 구의점



마을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



미아동 셀룩스 학원



글로벌연수원 강의실



화신 비즈니스센터



NICOBOCO 사무실



후이즈 벤처스퀘어



박원순 선거캠프



무빙인테리어금융서비스소개



-할부기간 : 최장 60개월

-대 상 : 학원 · 병원 · 사무실 의 무빙 인테리어

-한 도 : 법인 (최대 2억까지) / 개인(최대 5000만원까지)

후이즈엠만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무빙 인테리어 할부 서비스’

제품 납품 계약
(선금 + 잔금(할부 지급))

무빙 시스템 할부 지급 (부담 감소)

선금 지급

공사 완료

완료 보고서

04

잔금 할부 계약

03

05

02

01

고객

무빙 인테리어 금융 서비스

업계 최초 : 신한 카드 할부 서비스



회사소개



1. 회 사 명 :  ㈜후이즈엠

2. 회 장 :  이 청 종

3. 주 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1차 704호)

4. 주요사업 :  건축, 인테리어, 시스템 개발 및 제조 (특허 보유)

5. 대표전화 :  1661-4259

회사소개 – 후이즈엠

인테리어에 있어서 구조물의 탈부착 방식을 연구 개발 및 생산 설치하여, 

아름다운 인테리어 구조물을 빠르고 쉽게 설치 및 해체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며,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따란 유연하게 공간 변경이 가능한 무빙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기술 기반 기업의 상징 특허 리스트, 국내 특허



해외로 뻗어 나가기 위한 발판, 미국 특허



디자인 등록, 13건

번호 등록번호 명칭 등록일

1 30-0896832 조립식 벽체의 수평프레임 2017. 02. 28

2 30-0896833 조립식 벽체의 연결 부재 2017. 02. 28

3 30-0896834 조립식 벽체의 연결 부재 2017. 02. 28

4 30-0896836 조립식 벽체의 연결 부재 2017. 02. 28

5 30-0896819 조립식 벽체의 연결 부재 2017. 02. 28

6 30-0896821 조립식 벽체의 프레임 보강 부재 2017. 02. 28

7 30-0896830 조립식 벽체의 마감 패널 연결 부재 2017. 02. 28

8 30-0896831 조립식 벽체 유리 고정틀 2017. 02. 28

9 30-0899441 조립식 벽체의 수직프레임 2017. 03. 15

10 30-0899442 조립식 벽체의 걸레받이 2017. 03. 15

11 30-0899444 조립식 벽체의 연결 부재 2017. 03. 15

12 30-0899445 조립식 벽체의 탄성 결합 부재 2017. 03. 15

13 30-0899447 조립식 벽체의 탄성 결합 부재 2017. 03. 15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