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말레이시아 국제 건축 및 인테리어 박람회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18년 7월 4일 – 7일

■ 개최장소 Kuala Lumpur Convention Center, Kuala Lumpur, Malaysi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전시규모 550 여개 이상의 업체, 약 36,500 명 이상의 방문객과 15,700명 이상의 전문가 참가 예상

■ 웹사이트

https://archidex.com

■ 전시특징 - 말레이시아의 High-End 건축 자재 및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이 전시되는 전시회

-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연중 산업 무역 건축 박람회
- 글로벌 건설업체들의 각축장으로 말레이시아가 부상하면서 전시회에도
유수의 건축, 건설 업체의 참가가 두드러짐
■ 전시품목 인테리어 마감재, 외장 마감재, 바닥재, 벽재 및 천장재, 지붕재, 창호재, 타일 및 석재
욕실재, 조명, 주방 관련 제품, 페인트 및 코팅, 블라인드, 조경, 설계 시스템, Security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음향 및 전기제품, 스파, 가구 등
■ 부스가격 기본 팩키지 부스 USD 4,245.3

** 위치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 가능
** 벽체, 간판, 카펫, 테이블, 의자 2개, 조명 2개, 콘센트 1개(13 amp), 쓰레기 통 1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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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7년 7월 19일 – 22일

■ 개최장소

Kuala Lumpur Convention Center, Kuala Lumpur, Malaysi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전시규모

80,000sqm 14 개국 550개 업체

3. 티켓 바이어
■ 주요 타켓 바이어

·건설 전문가 및 무역 관계자 83 %
·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개발자, 기술자 및 건축 조사 관계자 62%
· 산업 무역 관계자, 정부 관계자 31% 등

■ 관련 최신 시장 동향
-

말레이시아 건설시장에서 교통분야 인프라 시장은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며, 전력 플랜트 시장도
공급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돼 전망이 밝은 편

- 사무용 빌딩과 주거용 건물 시장은 그 동안 과잉투자 여파로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
-

2017년 예산안에서도 전년 대비 약 108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 감소가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추경
등으로 여지가 있는 상황

-

철도 부문은 말싱 고속철과 동부 해안 철도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끼고 2021년까지 연 8.3%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측

-

그 동안 주로 고급 주거용 아파트나 주상복합단지들에 개발이 집중 됐으나, 앞으로는 중하위 소득층들
의 주거공간에 대한 건축 수요가 늘어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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