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태국 국제건축박람회 (Architect Expo)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18년 5월 1일 – 6일

■ 개최장소

CHALLENGER HALL 1-3, IMPACT(태국, 방콕)

■ 전시규모

40,000sqm, 12개국 500개 업체, 10개국 80,000명

■ 웹사이트

http://www.architectexpo.com

■ 주최기관

■ 후원사
■ 전시특징 - 싱가폴, 말레이시아, 중국, 호주, 유럽 등 전문 바이어가 대거 참관하며 태국 보다는
아시아의 유명 건자재 업체들이 참가하는 전시회
■ 전시품목 인테리어 마감재, 외장마감재, 바닥재, 벽재 및 천장재, 지붕재, 창호재, 타일 및 석재, 욕실재,
조명, 주방관련, 페인트 및 코팅, 블라인드, 조경, 설계시스템, Security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건물 유지기술 및 시스템, 냉난방 공조 등
■ 부스가격 기본 팩키지 부스(9 sqm) 3,015 USD (VAT 별도)

포함내역 :
• Grey Needle punch carpet
• White wall partitions with 2.50 M. height
and 1 M. width
• Fascia name board
• Reception desk (1 unit)
• Chairs (2 units)
• Fluorescent (2 units)
• 5 Amp Socket Outlet (1 unit)

참가문의 : 글로벌비즈익시비션㈜ 정서연 대리 02-6671-0741 soyon@gbexhibition.com

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7년 5월 2일 – 7일

■ 개최장소 Challenger Hall 1 - 3 IMPACT, Muang Thong Thani.(태국, 방콕)
■ 전시규모

75,000sqm, 600여개사

■ 바이어 분석 직종별 –태국 건축업자, 대형유통업체, 딜러, 수출 및 수입업자, 협회, 정부기관 등
지역별 –동남아시아
■ 전시품목

건자재 및 인테리어 품목 전반

▲ 2016년 태국 국제건축박람회 사진

3. 타켓 바이어
■ 주요 타켓 바이어 태국 유통업체, 딜러, 관련정부기관, 건축업자 등
■ 바이어 관심품목

인테리어 마감재, 건축자재 등

■ 관련 최신 시장 동향
-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업종이 활발하고 외국인 기업과 거주자들도 많아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태국의 신규 공공투자가 활성화 되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도 늘어나 건설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함.
- Krungsri Research가 발표한 태국 건설산업 전망에 의하면 다양한 인프라 사업 발주와 인접국 개발 사
업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에 따라 향후 3년간 매년 약 8~1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부동산 개발업체인 그랜드커넬랜드사는 방콕 중심가인 라마 4세 거리 지구에 오는 2020년까지
높이 615ｍ의 초고층 빌딩 '슈퍼 타워'를 건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랜드마크 건설이 한창임.
- 인프라 및 건설 산업 관련 프로젝트 수행과 더불어 시멘트, 철강, 콘크리트, 기찻길 건설 등에 활용될
굴삭기, 불도저, wheel loader 등의 수요가 증가할 예정

참가문의 : 글로벌비즈익시비션㈜ 정서연 대리 02-6671-0741 soyon@gbexhibi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