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TurkeyBuild Istanbul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18년 5월 8일 – 12일

■ 개최장소

TUYAP Fair and Congress Center (터키, 이스탄불)

■ 웹사이트

http://yapifuariistanbul.com/en-GB

■ 주최기관

■ 전시특징

터키 최대 국제건축박람회로 전 세계에서 국가관으로 참가할 뿐 아니라,
건축 및 건설 장비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품목 전시
UFI 인증 국제 전시회

■ 전시품목

건설 장비 & 기술, 건축 설비 & 공구, 건자재, 인테리어 마감재 등

■ 부스가격 기본패키지부스(9sqm) USD 5,121 + 입장료 USD 1,125 = USD 6,246 (부과세 별도)
**위치 선정에 따라 Surcharge 발생 가능

▲ 2017년 터키 건축 박람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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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 일시 2017년 5월 23일(수) - 27일(일)
■ 개최 장소 TUYAP Fair and Congress Center (터키, 이스탄불)

■ 전시 규모 85,000 sqm, 42개국 1,200개 업체, 10개국 80,000명
■ 바이어 분석 건축가, 엔지니어, 건자재 도·소매 업자, 부동자 개발업자, 인테리어 전문가,
도시 개발 전문가, 정부 등
■ 전시 품목 Building Chemicals, Insulation, Paint, Roof, Hand Tools, structural Systems, Installation,
Elevators, Landscaping, Software, Joinery(Door-Windows), Façade,
Automatic Door(Gate, Sun Protection), Construction Machinery, Constructional Steel,
Prefabricated Structures, Building Systems, Finishing, Wall and Floor Coverings, Bathroom,
Kitchen Equipment, Doors and Accessories, Electricity, Lighting, Automation, Outdoor Area

3. 타켓 바이어

■ 주요 타켓 바이어

Managers and specialists of wholesale, retail and construction companies

■ 바이어 관심품목

Building Chemicals, Insulation, Paint, Roof, Hand Tools, structural Systems

■ 관련 최신 시장 동향
- 정부가 최근 수급 문제로 가격이 급등한 용접봉과 같은 건자재 가격 조절을 위해 대폭적인 관세인하
조치를 취한데 따라, 해외 공급업체들의 용접봉 및 철강 스크랩 공급이 확대돼 자재 구독난이 해소돼
나갈 것으로 전망
-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 결과 중 하나로
이스탄불의 도시화 프로젝트가 추진
-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철강시장의 44%가 건축용 강철에 집중돼 있어 건설 시장에서
철강 소비가 큰 부분을 차지함
- 터키 리라화의 가치 절하로 인해 미국 달러로 표시된 시장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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