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AM EXPO ASIA 2018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18년 9월 12일 – 14일

■ 개최장소

IMPACT EXHIBITION CENTER, BANGKOK, THAILAND (태국, 방콕)

■ 전시규모

6,750sqm, 36개국, 150업체, 방문자 약 10,000 여명

■ 웹사이트

http://bmam-gbr.com/

■ 주최기관

■ 전시특징 - 태국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국제 전시회
- 태국의 관광사업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MICE 산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큼

■ 전시품목

시설 관리 제품 및 서비스, 보안 화재 및 안전, M&E 유지보수, 플랜트 및 기계 유지 보수,
작업 공간 관리 및 해충 관리 전문 서비스, 전기 관리, HVAC, 조명 관리, 신 재생 에너지 기술,
수질 효율 관리, 폐기물 관리, 소프트웨어 및 IT, 건물 건축 자재 및 시스템,
청소 제품 및 서비스 외관 작업 및 조경

■ 부스가격 기본 팩키지 부스 USD 3,060 /1부스(9sqm) (부과세 별도)
** 조립부스 포함 **
: 카펫, 벽체, 조명 2개, 간판, 콘센트 1개(5 Amp), 안내 데스크, 접이식 의자 2개, 쓰레기통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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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7년 9월 20일 – 22일

■ 개최장소

IMPACT EXHIBITION CENTER, BANGKOK, THAILAND (태국, 방콕)

■ 전시규모

6,750sqm, 36개국 150여 개 업체, 총 10,000여명의 방문자

■ 바이어 분석 하드웨어업체, 건축 업체, 전기 및 조명 업체, 산업 안전 업체, 도·소매 업체, 정부 관계자 등

3. 타켓 바이어
■ 주요 타켓 바이어

전 세계 하드웨어 업체, 건축 업체, 정부 관계자 등

■ 바이어 관심품목

하드웨어 용품, 건축 자재, 전기 기구, 조명, 산업 안전 용품 등

■ 관련 최신 시장 동향
-

멕시코 시티 시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재건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 정부와 멕시코 부동산개발협회가
공동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밝힘

-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에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중질유 발전 시설의 가스 전환, 송배전설
비, 가스파이프라인 등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증가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멕시코와 FTA를 재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멕시코와 건설 시장에
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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