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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8일 – 9일

■ 개최장소

ASB Showgrounds, Auckland, New Zealand (뉴질랜드, 오클랜드)

■ 전시규모

8,000sqm 200업체 약 9,500명 참가

■ 웹사이트

http://aucklandbuildexpo.com/

■ 주최기관

ASB SHOWGROUNDS

■ 전시특징

뉴질랜드의 실질적인 경제 수도이며,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개최
오클랜드 지역은 낙농업, 주택건설업, 제조업 등 뉴질랜드 내에서 최고로 빠르게 성장

■ 전시품목

인테리어 마감재, 외장 마감재, 바닥재, 벽재 및 천장재, 지붕재, 창호재, 타일 및 설재,
욕실재, 조명, 주방 관련 제품, 페인트 및 코팅, 블라인드, 조경, 설계 시스템, 보안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음향 및 전기 제품, 스파, 가구 등

■ 부스가격

기본패키지부스(9sqm) NZD 7,430
* 포함 내역 : 카펫, 벽, 안내 데스크, 의자 2개

▲ 2017년 뉴질랜드 AucklandBuild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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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7년 11월 16일– 17일

■ 개최장소

ASB Showgrounds, Auckland, New Zealand (뉴질랜드, 오클랜드)

■ 전시규모

8,000sqm 127업체 약 5,500명 참가

■ 바이어 분석 직종별

■ 전시품목

대형유통업체 ,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정부기관 등

인테리어 마감재, 외장 마감재, 바닥재, 벽재 및 천장재, 지붕재, 창호재, 타일 및 설재,
욕실재, 조명, 주방 관련 제품, 페인트 및 코팅, 블라인드, 조경, 설계 시스템, 보안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음향 및 전기 제품, 스파, 가구 등

3. 타켓 바이어

■ 주요 타켓 바이어

Managers and specialists of wholesale, retail and construction companies

■ 바이어 관심품목

Building, interior finishing and repair

■ 관련 최신 시장 동향
- 2017년~18년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건설 활동 성장이 주춤한 해가 되지만, 주택 건설 분야는 2019~20
년까지 7년 연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건축 경기는 2021년~22년에 다시 1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측
- 건축 시장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인구 증가인데, 최근 들어 매우 높은 수의 이민자가 유입되어
주택 건축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 건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 정부 주도 도로교통 프로그램 등으로 도로 관련 인프라 지출이 늘 것이라 예상

- 산업 분석 및 경제 전망업체인 BIS Shrap nel이 뉴질랜드 2017~2018년 건축 및 건설 보고서에
뉴질랜드 전체 건축 경기가 2017년 수준만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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