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러시아 모스크바 건축박람회 (MosBuild)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18년 4월 3일 – 6일

■ 개최장소

ExpoCentre (러시아, 모스크바)

■ 전시규모

100,000sqm, 39개국 1,122개 업체, 63,330명 참관

■ 웹사이트

worldbuild-moscow.ru

■ 주최기관

■ 전시특징 - 러시아 & CIS 지역 최대 국제건축박람회이자 세계 5대 건자재 건축박람회.
- 카테고리별로 두 주에 걸쳐 진행되던 전시회가 한 주로 통합되면서 바이어 집중도 높아짐.
■ 전시품목

건축 & 인테리어, 건축자재 & 장비, 하드웨어 & 장비, 전원시설 관련자재, 바닥재,
조명 & 전기시설, 장식재, 인테리어 마감재, 도어 & 락, 페인팅 & 코팅, 벽 장식재,
외부마감재, 지붕재, 게이트 관련 시설, 건축용 유리, 방화장치, 석재 & 세라믹 등

■ 부스가격 기본 팩키지 부스 USD5,472/1부스(9sqm)

:

독립부스 USD4,698/1부스(9sqm)

02-6671-0741 soyon@gbexhibition.com

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7년 4월 4일 – 7일

■ 개최장소

ExpoCenter (러시아, 모스크바)

■ 전시규모

70,000sqm, 39개국 1,122개 업체, 총 64,490명 관람

■ 바이어 분석 러시아 유통업체, 딜러, 정부기관, 관련협회, 건축업자 등
■ 전시품목

인테리어 내,외장재, 바닥재, 벽재 및 장재, 지재, 창호재, 일 및 석재, 욕실재, 조명,
주방관련, 페인트 및 코팅, 블라인드, 조경, 설계시스, 보안, 전기제품,
스파, 가구 등

▲ 모스크바 건축박람회 사진

3. 타켓 바이어
■ 주요 타켓 바이어

Wholesale, Construction and Finishing Works, Retail, I
nterior Design and Decoration

■ 바이어 관심품목

마감재, 건자재 및 장비, 엔지니어 장비, 데코 및 인테리어 등

■ 관련 최신 시장 동향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곧 러시아 내 제조업 투자와 직결됨. 러시아 로컬기업에 의한 제조업 투자
가 어차피 활발하지 않기에 러시아 내 제조업 기반육성은 외국업체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 체질개선과 경기부양의 바로미터.
-러시아 정부, 주택 대출시장 회복을 위해 연 12%의 융자 제공함으로서 향후 주택시장 수요의 빠른
회복이 기대됨.
-러시아 정부, 모스크바 외곽순환 고속도로(Tskad) 건설 투자 승인하는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 특히 2018 러시아 월드컵개최 인해, 2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으로 경기장 12개, 연습장
113개, 호텔 62개, 공항 11개 건설, 기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개선 등을 이룰 예정.

:

02-6671-0741 soyon@gbexhibi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