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건축박람회
2018 WORLDB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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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품목

2018년 3월 14일~ 18일(5일간)
Philippine Trade Training Center/SMX Convention center, Manila, PHILIPPINES
30,000sqm
410여개사 / 160,000 여명 참관객
20년 역사의 필리핀 대표 건축박람회
에너지 절약의 보온재/ 물 절약 기술 및 설비/ 대체에너지 설비 및 제품/ 건축 공구 및 설비 장비/
신건설 구조 기술, 예비응력기술 및 재료/ 도어 및 창호재/ 원목 바닥재, 복합마루, 강화마루, 대나무
목판, 코르크마루, PVC마루, 카펫/ 주방시설 및 장식재/ 건축 벽돌, 욕실설비, 도기재/ 계단, 수영장
설비, 도료, 방수재, 강철 플라스틱 복합 관재료, 강화유리 파이프/ ABS 스테인레스 파이프/ 건축 및
장식의 석재, 건축장식금속/ 건축 설비 및 시공기구, 소방 설비

- 바이어정보 직종별 : ARCHITECT, DIRECT BUYER -END USER, CONTRACTOR, DISTRIBUTOR, DEVELOPER,
DEALER AGENT, COMPANY PURCHASER, CORPORATE MANAGEMENT OFFICER, ENGINEER,
IMPORTER, INTERIOR DESIGNER, IT-IS MANAGEMENT SPECIALIST
산업별 : BUILDING CIVIL CONTRACTING, DESIGN SERVICE PROVIDER, AGENT/DEALERSHIP
- 부대행사 BEST BOOTH AWARD 개최
- 참가국

스페인, 한국, 중국, 스위스, 홍콩, 남아공, 미국, 호주, 룩셈부르크, 필리핀, UAE, 이탈리아, 일본,
대만, 독일,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2017 WORLDBEX 개최결과
■ 개최일시

2017년 3월 15일– 19일

■ 개최장소

WORLD TRADE CENTER METRO MANILA, WTCMM EAST WING A & B,
PHILIPPINE TRADE TRAINING CENTER (필리핀, 마닐라)

■ 전시규모

30,000sqm, 20개국 977개 부스, 총170,000명

■ 부대행사

WORLDBEX SEMINARS , DELAXX Competition

필리핀 시장 정보
건축자재를 자체적으로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은 필리핀은 해외 업체가 진출하기 비교적 쉬운 시장이며,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호응도가 매우 높음
- 2014년 필리핀은 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최근 주거, 상업용 건물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태풍피해 재건 사업 본격화와 더불어 그간 미뤄졌던 대형 인프라프로젝트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예산으로 2014년 35% 증가한 91억달러를 배정/ 국가 예산의 3%에 해당
- 필리핀 정부 계획에 따르면 건설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업 규모만 향후 4년간 47억 달러에 달하며,
이에 따라 철강, 건설장비, 건축자재 등 관련 품목 수혜가 예상됨.

전시회 참가 비용

부스가격
9sqm 조립 : $2,700(VAT별도)
** 포함 : 카펫, 벽체, 간판, 상담테이블 1개, 의자 2개,
조명 2개, 파워코드 1개, 쓰레기통

독립부스 : $2,500/sqm : Space만 제공 (18sqm 이상만 가능)

운 송 료 약 120만원 (1cbm 편도 해상 기준) / 입고 마감일 2월 중순

CONTACT INFO
Tel : 02.6671.0741 정서연 대리
Email : soyon@gbexhibition.com

Home Page : www.gbexhibition.com
Naver Blog : http://blog.naver.com/homdex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