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anmar Build & Decor 2018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18년 10월 4일 – 6일

■ 개최장소

Myanmar Event Park (MEP) at Mindama

■ 전시규모

12,000sqm, 200 여개 업체

■ 웹사이트

http://myanmarbuilddecor.com

■ 주최기관

■ 전시특징

- 미얀마 건자재, 인테리어, 가구 및 장신 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베스트 소스로서
많은 정보와 지식 공유가 가능
- 참가업체들에게 박람회 기간 동안 관련 산업의 키 플레이어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여려 나라에서 참가 업체들이 참여하며 개최 실적도 꾸준히 성장

■ 전시품목

건자재, 시멘트, 콘크리트, 건설 도구 및 기구, 보안 시스템, 가구, 인테리어, 시스템,
수영장 및 외부 조경, 조명, 오디오 시스템, 페인트, 유리, 벽, 커튼, 전기, 지붕,
부엌 및 위생 제품, 케이블 관련 제품, 타일 및 바닥 재료

■ 부스가격

기본패키지부스(9sqm) : USD 3,060 (VAT별도)
*전기 및 기본 가구 포함
독립부스 : USD 305 / sqm : Space만 제공 (VAT 별도) (18sqm 이상만 가능)

▲ 2017년 Myanmar Build & Decor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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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7년 9월 28일 – 30일

■ 개최장소

Myanmar Event Park (MEP) at Mindama

■ 전시규모

12,000sqm, 5200여명의 참관객

■ 바이어 분석

3. 타켓 바이어
■ 주요 타켓 바이어

건축가, 조명 전문가, 건축 유지 관계자, 부동산 전문가, 건설 회사,
호텔 & 리조트 전문가 등

■ 관련 최신 시장 동향
- 일시 중단되었던 양곤시의 건축 프로젝트가 2016년 하반기부터 재개돼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음
- 미얀마의 도시화는 34% 규모로, 이에 따라 도시화를 위한 건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2017년 11월 기준 현재 경제구역 건설 및 다양한 기초 인프라 사업이 미얀마 내 진행
- 건설 중장비를 수입에 의존하는 미얀마 특성상 수입 규모를 시장 규모로 봐도 무방함
- 미얀마 건설 중장비의 수요층은 정부와 민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정부 사업과 민간의 수요가 7:3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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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