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BUILD INDONESIA 2018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18년 3월 15일 – 18일

■ 개최장소

Jakarta Convention Center, Jakarta - Indonesi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웹사이트

http://www.megabuild.co.id

■ 주최기관

PT Reed Panorama Exhibition(Indonesia)

■ 전시특징

제 17회 인도네시아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및 건축 전시회 및 컨퍼런스
∙. 2017 메가빌드 방문자의 90.66%가 만족했음
∙. 2017 메가빌드 방문자의 91.88%가 재방문 의사 있음
∙ 인도네시아의 산업, 건축 자재에 대한 풍부한 정보 제공
∙ 43개 이상의 세미나 제공으로 인한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 전시품목

∙ 인테리어 건축 마감재, 재료, 시스템 및 제품
∙ 건축 외장 마감재, 재료, 시스템 및 제품
∙ 인테리어 디자인 설비, 마감재, 시스템 및 제품
∙ 카펫, 라미네이트, 바닥 표면 재료, 시스템, 마감 및 제품
∙ 벽, 천장, 지붕, 천막재, 시스템, 마감재 및 제품
∙ Windows, 문 및 유리 재료, 액세서리, 마감재 및 시스템
∙ AV, 전기 및 전자 기술 및 솔루션
∙ 욕실, 위생 용품 및 액세서리, 수영장, 스파, 액세서리 및 제품
∙ LED, 실내 및 외장 조명, 피팅, 제품 및 장비, 주방, 제조업체, 전문가, 피팅 및 장비
∙ 숙박, 레저, 엔터테인먼트 및 가구

■ 부대행사

- BizMatch 2018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 새로운 제품 출시 및 프리젠테이션
- 전문적인 네트워킹 모임
- 워크샵, 세미나, 포럼, 공개 토론 등

■ 부스가격

독립부스

$3,335/1부스(sqm)

기본 조립부스

$3,785/1부스(sqm)

프리미엄 조립부스

$4,055/1부스(s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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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7년 3월 15일 – 18일

■ 개최장소

Jakarta Convention Center, Jakarta - Indonesi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전시규모

30,000sqm, 20개국 328개 업체, 총 37,276명

■ 바이어 분석 - 호텔/리조트 매니지먼트, 경영관리,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컨설턴트, 엔지니어, 유
통업체, 수입 업체, 대리점, 소매 업체, 프로젝트 소유자, 개발자, 산업 단지, 정부 및 협회, 주택 소유자, 미
디어, 대학 및 단과 대학관

3. 타켓 바이어
■ 주요 타켓 바이어

인도네시아 건설업체,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 등

■ 바이어 관심품목

건축 자재 및 건축 용품, 실내 가구

■ 관련 최신 시장 동향
- ASEM 교통장관 회의에서 교통부 장관은 핵심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 87억 불에 달하는 14개 인프라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요청
-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으로써 한국 건설업계도 그간 국내 및 해외에서 축적한
기술, 지식 및 경험을 현지 정부 및 기업들과 공유하고, 인프라 부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수주 확대 기대
구분

건설시장규모
건설/GD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억불

2,665

2,673

2,961

3,350

3,925

4,574

성장률

6.9

5.9

6.6

7.0

7.5

7.8

비중(%)

10.8

10.1

10.1

10.1

10.1

10.2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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