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하드웨어 및 건설 박람회(Ferretera) 2018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18년 9월 6일 – 8일
■ 개최장소 Expo Guadalajara, Guadalajara, Mexico (멕시코)

■ 전시규모 52,000sqm 1,400명 이상의 Exhibitors, 약 80,000 명 이상의 참관객
■ 웹사이트

http://www.expoferretera.com.mx/

■ 주최기관

■ 전시특징 - 남미에서 가장 큰 하드웨어/전기/건설 박람회
- 총 참관객이 8만명을 상회하며, 산업 바이어도 24,000명에 이름
- 멕시코 시장의 중요성과 미국과의 FTA 등에 힘입어 전시회에도 유수브랜드의 참가가 두드러짐

■ 전시품목 하드웨어, 발판, 사다리, 보호 장비, 보안, 도구, 페인트, 화학 제품, 자물쇠, 이음쇠, 제철소,
배관, 가스, 건축 자재, 부속품, 전기 용품, 가전 제품, 욕실 가구, 액세서리, 연마제, 나사,
원예 용품, 바닥재, 세륜장치, 냉난방 장치, 조명 스위치 및 플러그, 건설 기계 및 장비 등

■ 부스가격 기본 팩키지 부스 USD 5,011.2 / 1 부스(9 sqm) (16% 현지 Tax 포함) 2017년 기준
** 포함 : 카펫, 벽체, 간판, 조명, 파워코드 1개/다른 비품 추가 주문 요함
독립부스 USD 533.6 / sqm (16% 현지 Tax 포함) 2017년 기준
** Space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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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7년 9월 8일 – 10일

■ 개최장소

Expo Guadalajara, Guadalajara, Mexico (멕시코)

■ 전시규모

52,000sqm, 35개국 1,400여 개 업체, 총 80,000여명의 참관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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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