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우디 국제건축 박람회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18년 10월 22일 – 25일
■ 개최장소 Riyadh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사우디아라비아)
■ 전시규모 18,700sqm, 32개국 512개 업체, 15,420명의 방문객
■ 웹사이트 www.recexpo.com
■ 주최기관 Riyadh Exhibitions Company

■ 전시특징

중동 시장의 45%에 달하는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국제 산업 전시회로서 세계 건자재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참가
30회를 맞는 전시회로 건축, 건설 관련 세미나도 함께 진행

■ 전시품목 건설장비 & 기술, 건축설비 & 공구, 건자재, 인테리어, 마감재 등
■ 관심품목 Finishing / Consultancy Services / Construction Techniques / Construction Material
External Solutions / Equipment & Vehicles
■ 부스가격 기본 패키지 부스 USD 4,961.25/ 1부스(9sqm)
포함내역 : 벽체, 간판, 카운터 1개, 테이블 1개,
의자 2개, 전기 소켓 1개, 조명 3개
독립부스(최소 12sqm 이상) USD 450 / sqm
**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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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7년 10월 23일 - 26일
■ 개최장소 Riyadh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사우디아라비아)
■ 전시규모

18,700sqm, 32개국 512개 업체, 15,420명의 방문객
참가국 : 한국, 일본, 불가리아, 스위스, 벨기에, 쿠웨이트, 튀니지, 캐나다, 레바논, 우크라이나,
체코 , 사우디 아라비아, 영국, 덴마크, 세르비아, 프랑스, 싱가포르, 그리스, 인도,
슬로바키아, 스페인

▲ 2017년 Saudi Build 사진

3. 관련 최신 시장 동향
- 사우디 정부는 대외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주로 교통, 주택, 발전, 담수 등 국가의 핵심 인프라 구
축에 투입하고 있음.
- '국가발전계획 2020:NPT2020'에도 향후에도 지속적인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명시하고 있어, 오
는 2020년경 대외부채 규모는 현행 GDP 규모의 13.2%에서 3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사우디 언론은 대체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사우디의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사우디 경제가 저유가, 예멘 전
수행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한 대로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우리 기업은 과거의 EPC 방식의 프로젝트 수주방식에서 파이낸싱 기능을 결합한 민자활용 프로젝트 수주

방안을 마련해 사우디 프로젝트 시장 진출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상품 수출 역시 단순교역형태에서 벗어나 사우디의 국책과제인 산업다각화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한 현지 투자 진출 혹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의한 시장접근 전략을 마련해 변화하는 여건
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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