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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Styling Service

A striving for perfection and diversity has always been part of InteriorTeacher’s DNA. 
Our differences give our teams rich perspectives that help us create innovative 
solutions which enable all people and the environment to thrive.

서비스 이용 가이드



About us 회사 소개

스타일링 전문 디자이너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1,000개 이상의 공간을 성공적으로 스타일링한 스타일링 전문 디자이너가 


고객의 예산과 취향,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나’만의 공간을 스타일링 해드립니다.

변화될 공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3D 미리보기 제공

디자이너의 완성도 높은 ‘3D 시안’ 제공을 통해 


나의 공간을 직접 확인하며 더욱 마음에 드는 공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구 선택에 쓰이는 시간과 노력의 획기적인 절감

내 공간, 내 예산에 맞는 수만 가지 가구의 탐색부터 배치 고민, 재고 확인, 설치까지


인테리어티쳐 전문 디자이너가 고객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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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티쳐, 

무엇이 다른가요?



Our services 서비스 소개

상업공간 스타일링

시공부터 스타일링 연출까지 책임지는

All-in-One 서비스

Commercial Styling

 시공부터 스타일링까지 한번

 기업 브랜딩에 맞춘 새로운 공

 프리미엄 오피스, 라운지, F&B 등

주거공간 스타일링

스타일링 - 가구 구매 - 배송 설치까지

시공 없이도 가능한 프리미엄 스타일링

Home Styling

 디자이너 방문 상담 & 실측

 고객 니즈에 맞춘 세심한 과

 가구구매, 설치, A/S까지

스타일링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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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Room
서울 성동구 아크로포레스트 

Living Room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레지던스

Guest Room
유트루님 드림하우스

홈 스타일링이 뭔가요?

‘홈 스타일링’은 시공이 필수로 수반되는  

기존 인테리어 디자인과 달리,  

적절한 가구의 선택 및 조화로운 배치만으로  

공간을 완성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테리어티쳐의

홈 스타일링 서비스는?

인테리어티쳐의 홈 스타일링 서비스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스타일링 해드리는 서비스로  

신축 입주, 리모델링, 이사, 또는 분위기 전환과 같이  

공간의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경우 진행됩니다. 


하나의 컨셉으로 통일된 무드와 나의 삶에 맞는  

공간 구성을 통해 삶의 가치를 더하여 줍니다.


인테리어티쳐는 홈 스타일링 전문 디자이너가  

고객님을 전담하여 나의 취향, 예산, 라이프스타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홈 스타일링

Home styling 홈 스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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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주식회사 에임드 본사

Showroom
무브먼트랩 의왕 플래그십스토어

Lounge
안국빌딩 라운지, 종로구

인테리어티쳐의

상업공간 스타일링 서비스,

무엇이 다른가요? 

틀에 박힌 듯한 여타 공간들과 달리,  

시공 과정부터 스타일링 연출까지  

스타일링 전문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따라  

유니크한 디자인을 제안해 드립니다. 


특히 가구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오리지널리티가 돋보이는 공간 구성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색상과 질감까지 정교하게 재현한 3D 시안을 통해  

변화될 공간을 생생하게 확인 후,  

꼼꼼한 시공과 가구 스타일링으로  

3D 시안이 실제 공간에 구현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상업공간 스타일링

Commercial styling 상업공간 스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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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상담/실측 스타일링 시안 제공 가구 구매 원데이 배송·설치

서비스 프로세스

Service process 프로세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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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전화상담 약 15분 소요

#1 상담 신청 / CS매니저 유선 상담

서비스 신청 시 원하시는 통화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인테리어티쳐의 CS 매니저가 시간에 

맞춰 전화를 드리고, 고객님이 신청하신 서비스에 대해 설명 드리고 공간 현황 및 요구사항, 

예산 범위, 기대 결과 등을 파악합니다.

CS 매니저와 카카오톡으로 간편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QR Code로 접속하시

어 편하게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상담하기: http://pf.kakao.com/_xozxkxjK/chat

#2 디자이너 매칭

진행을 원하실 경우 상담/실측비용을 결제해 주시면, 고객님의 선호도 및 희망 스타일에 맞춰 

스타일링 해드릴 전담 디자이너를 매칭해 드립니다. (평균 1 영업일 소요)

디자이너 상담/실측비 (가계약금) 20만원

※ 실측 비용은 서비스 진행 확정 시 스타일링 비용에서 공제됩니다.

전화상담 상담/실측 스타일링 시안 제공 가구 구매 원데이 배송·설치 서비스

Service process 프로세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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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상담/실측 약 2시간 소요

전화상담 상담/실측 스타일링 시안 제공 가구 구매 원데이 배송·설치 서비스

#1 디자이너 대면 상담

방문 상담지, 레퍼런스 북을 통해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디자인 상

담을 진행합니다. 디자이너 상담은 약 1시간 30분 내외로 소요되며 고객이 희망하시는 장소

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면 상담이 권장됩니다만, 비수도권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경우 고객이 희

망하시는 채널 (화상회의, 유선, 카카오톡 등)로도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현장 실측 및 촬영

대면 상담 후 스타일링 공간 확인 및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측은 약 30분 가량 소요되며 스타일링 희망 공간 수,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비용 결제

※ 디자이너 상담 후 서비스 진행을 원하신다면, 디자이너 상담/실측비(가계약금)를 차감한 

스타일링 비용 잔액 결제를 진행합니다.

Service process 프로세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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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스타일링 시안 제공

#1 스타일 컨셉

고객님과의 상담에서 논의된 요구사항을 반영한 스타일 컨셉을 

제안드립니다. 레퍼런스와 기존 공간 이미지를 고려하여 최적의 

컨셉과 가구 구성을 도출합니다.

#2 평면 배치도 및 상세 설명

구체적으로 어떤 가구를 어느 위치에 배치해야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2D 배치도와 가구 이미지를 통해 제안드립니다. 디자이너의 

스타일링 의도, 가구배치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3 3D 미리보기

정교하게 렌더링된 3D 시안을 다양한 각도로 제공합니다.  

평면 배치도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피감, 색감, 소재감까지 

내 공간의 완성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rvice process 프로세스 안내

전화상담 상담/실측 스타일링 시안 제공 가구 구매 원데이 배송·설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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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가구 구매

#1 추천 가구 리스트

스타일링 시안에 사용되는 모든 가구 및 소품은 인테리어티쳐를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

습니다. 인테리어티쳐는 보블릭, 보컨셉, 무브먼트랩 등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를 취급하는 가구사와 공

식 제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오리지널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테리어티쳐는 공식 딜러십을 가진 업체와 거래하여 정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중 세

심한 가구 배송 및 A/S정책을 갖춘 브랜드를 선별하여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이 희망

하는 배송 일정에 맞춰 국내 재고 보유 여부 또는 해외 배송 일정까지 고려하여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 가구 구매 시 제공 혜택 (2가지 옵션 중 택1)

인테리어티쳐는 가구를 구매하신 고객님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옵션 1

가구 금액 최대 5% 페이백 혜택
 300만 원 이상 3

 1,000만 원 이상 5%

선택 옵션 2

원데이 배송·설치 서비스 무료 
 1,000만 원 이상 구매 시 선택 가능

 별도 구매 가능 (회당 100만 원)

전화상담 상담/실측 스타일링 시안 제공 가구 구매 원데이 배송·설치 서비스

Service process 프로세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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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원데이 배송·설치 서비스 (선택) 

#1 가구 검품

 배송 전 인테리어티쳐 물류 창고에 1차 입고

하여 물류 관리자 및 전담 디자이너가 각 가

구 및 소품에 대해 사전 검수를 실시합니다.

 품질 이슈가 발견된 경우, 즉시 고객-가구사

와 협의하여 일정이 재조정 됩니다. 

#2 배송

 검품이 완료된 가구는 사전 예약된 일정에 

맞추어 배송/설치 전문 인력을 통해 배송됩

니다.

 모든 과정은 원데이배송 담당 매니저에 의해 

관리되며, 미리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을 사

전 안내해 드립니다. 

#4 최종 스타일링 완성

 작은 디테일까지 디자이너가 직접 스타일링

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공간을 연출합니다.

 스타일링 완료 후 번거로운 뒷처리까지 꼼꼼

하게 살펴 드립니다. 

#3 조립 및 설치 작업

 전담 디자이너의 현장 리드 하에 3D 시안과 

동일하게 가구의 배치, 조립 및 설치가 진행

됩니다.

 현장 이슈 발생 시, 담당 매니저에 의해 즉시 

조치 되며,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현장 감

리를 실시합니다. 

전화상담 상담/실측 스타일링 시안 제공 가구 구매 원데이 배송·설치 서비스

Service process 프로세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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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서비스 환불 규정

인테리어티쳐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서비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

우, 고객의 단순 변심 또는개인 사유로 인한청약 철회는 불가합니다. 단, 용

역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환불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 시기 (서비스 단계) 총 디자인 금액 중 환급률

디자이너 매칭 전 100%

디자이너 상담 후 1일 이내 80%

디자인 시안 작업 착수 후 환불 불가

가구 교환 및 환불 규정

모든 교환 및 반품 관련 정책은 해당 브랜드(가구사)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

며,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교환 및 환불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배송 또는 제품의 구성 및 기능상 제조불량(수리 및 부품 교

환 불가시)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가 완료된 상품의 경

 고객의 사용, 설치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 신청이 상품 수령한 날로부터 7

일이 경과한 경

 고객의 요청으로 제작한 주문제작 제품인 경

 교환 및 환불을 허용할 경우 인테리어티쳐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

 그 외 관련법령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이미 가구 결제금액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 시 할인 금액을 제외한 금

액만 환급됩니다.

Q. 인테리어티쳐의 스타일링 서비스는  
기존의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인테리어티쳐는 고객의 희망 컨셉과 취향, 예산 범위에 맞춰 시공 없이도 

변화된 공간의 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인테리어티쳐 전담 

디자이너가 최적의 가구와 소품, 조명, 커튼 등을 활용하여 고객님의 공간

을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해드립니다. 더 나아가 구매하신 가구의 

설치 및 배송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는 원스톱 서비스(원데이 배송∙설치 서

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Q. 가구 추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객이 설정한 예산 범위, 선호하는 컨셉 및 브랜드, 그리고 디자이너의 스

타일링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 중 세심한 가구 배송 및 A/S정책을 갖

춘 브랜드를 선별하여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

이 희망하시는 배송 일정에 맞춰 국내 재고 보유 여부 또는 해외 배송 일정

까지 고려하여 추천해 드립니다.


스타일링 서비스에서 주로 추천되는 프리미엄 가구의 경우, 공식 딜러십을 

가진 업체만과 거래하여 100% 정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해외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다양한 제휴사 

공급망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 일정 내 수급 가능한 최적의 상품을 선정하여 

추천드리고, 배송 조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수도권이 아닌 지역도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수도권 외 지역도 물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상담을 통해 모든 과정이 진행되며, 원데이 배송·설치 서비스를 신

청하시는 경우 지역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Q. 인테리어티쳐를 통해 가구를 구매할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나 추
가 비용이 별도로 부과되나요?

구매대행 수수료나 추가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티쳐

는 고객님께서 가구사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추천드린 가구를 직접 보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제휴 가구

사와 사전 협의하여 쇼룸 방문까지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Q.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하나요?

고객이 설정한 예산 범위, 선호하는 컨셉 및 브랜드, 그리고 디자이너의 스

타일링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 중 세심한 가구 배송 및 A/S정책을 갖

춘 브랜드를 선별하여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

이 희망하시는 배송 일정에 맞춰 국내 재고 보유 여부 또는 해외 배송 일정

까지 고려하여 추천해 드립니다.


스타일링 서비스에서 주로 추천되는 프리미엄 가구의 경우, 공식 딜러십을 

가진 업체만과 거래하여 100% 정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

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해외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다양한 제휴사 

공급망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 일정 내 수급 가능한 최적의 상품을 선정하여 

추천드리고, 배송 조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가구 예산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 하나요?

각 공간의 기능 및 용도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가구 예산은 

공간 당 약 600만 원 (거실 기준) 이상입니다. 


인테리어티쳐는 다양한 국내 및 해외 오리지널 브랜드(가구사)와의 공식 

제휴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가구를 기반으로 한 스타일링을 제공해 드립니

다. 다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제휴 브랜드 풀 내에서 고객님의 취향

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 더 다양한 옵션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Disclaimer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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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서비스 상담 문의: 02-3472-0316 
(월~금 09:00~19: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기타 문의: info@interiorteacher.com 
https://interiorteac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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