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New York Build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18년 3월 19일 – 20일

■ 개최장소

NEW YORK - RIVER PAVILION, JAVITS CENTER (미국, 뉴욕)

■ 전시규모

200 여개 업체 약 20,000명 참가

■ 웹사이트

http://newyorkbuildexpo.com

■ 주최기관

■ 전시특징

- NewYork Build는 가장 최근 공사, 시공, 빌딩 프로젝트 기술과 뉴스를 한 곳 확인 가능
- 엔지니어, 컨트랙터, 개발 전문가, 건축가, 건물주나 투자자,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동종의
공사, 시공업계와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전문 업계의 장
- 100개 이상의 워크 샵과 세미나가 진행

■ 전시품목

Future Construction, Digital Construction & Architecture, Flooding Resiliency, Sustainability,

Government contracts & Regulation, Property Technology,
Residential Construction & Affordable Homes, Health & Safety
■ 부스가격 기본패키지부스 (100 ft2 ) USD 4,785 (VAT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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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7년 3월 15일– 16일

■ 개최장소 NEW YORK - RIVER PAVILION, JAVITS CENTER (미국, 뉴욕)
■ 전시규모 150여 개 업체 총 12,000 여명 참가
■ 바이어 분석 직종별 개발업자, 건축가, 정부 관계자, 건설 기술 관계자, 건축 계약 전문가

3. 타켓 바이어
■ 주요 타켓 바이어

contractors, developers, architects, government
and other construction industry professionals

■ 바이어 관심품목

Plant Machinery & Equipment, Building,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 관련 최신 시장 동향
-

미국 건설시장 전문 조사기업인 Dodge Date & Analytics는 2018년 미국 건설시장 규모를 3% 상승한
7,650억불로 예상

-

2018년에 적정한 고용성장이 예상되고, 장기 금리는 약간의 상승 움직임이 있지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시장 자본이 2017년 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 정부와 지방 정보의 채권이 재
원조달을 뒷받침하여 양호한 상태일 것
-

투자 잠재력과 관련이 있는 세제개혁과 연방 인프라 계획은 아직 불확실

-

주택 부문은 4%, 비 거주 부문은 2% 성장이 예상되는데 비 건축 부문은 2년 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공공공사는 2017년 1%보다 증가한 3% 성장이 예상

▲ 2017년 미국 NewYorkBuild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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