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프랑스 국제 건축 박람회 BATIMAT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19년 11월 04일 – 16일

■ 개최장소

Paris Nord Villepinte, Paris, France (프랑스, 파리)

■ 전시규모

28,000 sqm, 1,800여개 참가사

■ 웹사이트

https://www.batimat.com/en/

■ 주최기관

Reed Exhibitions

■ 전시특징
- 유럽을 대표하는 건축 및 인테리어 전으로 격년으로 개최되며, 유럽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하이엔드 바이어가 대거 방문하는 전시회로 유명
- 2017년부터는 유럽의 전통적인 건축 뿐 아니라 스마트홈 섹터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시대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전시회
- 냉난방 공조 전문전과 욕실 전문전이 동시 개최

■ 전시품목

주방용품 및 설비 / 식품, 위생 및 클리닝 제품 / 주류 및 커피를 비롯한 음료 / 세탁 /
인테리어 / 조명 / 가구 / 피트니스 / 호텔체인 / 싸이니지 / 호텔 및 레스토랑 카운셀링 /
엔터테인먼트 / 관련 기술 등

■ 부스가격 기본 팩키지 부스(9 sqm) EUR 6,957 (부가세 및 등록비 포함)
**2017년 기준 가격 / 2019년도 비용은 추후 안내
**코너 부스 및 3면 오픈 부스 추가비용 발생 가능

▲ 2017년 프랑스 파리 국제건축박람회 사진

2.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7년 11월 06일 – 10일

■ 개최장소

Paris Nord Villepinte, Paris, France (프랑스, 파리)

■ 전시규모

28,000sqm, 1,778개 참가사(1,037개 외국업체),
274,053명의 방문객(내국인 78%, 외국인 22%)

3. 타켓 바이어
■ 관련 최신 시장 동향
- 건설 투자는 7년간의 감소 이후 회복 모멘텀이 2017년부터 지속
- 수출 경기 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 건설 등 내수 경기의 반등이 이를 완충해줄 전망
- 2017년 프랑스 신규 주택 건설 수가 최고 치에 달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 커짐
- 프랑스 건축 연맹(FFB)에 따르면, 신규 주택 건설 가속화 및 노후 건물 재건축 등으로 인해 2017년 프랑스 건
설장비 시장은 4.7%로 성장

- 최근 건설장비 시장 트렌드는 ‘디지털, 소형, 전기’
a. 인터마트(INTERMAT) 전시회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장비를 임대하거나 건축 자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
b. 대규모, 산업용 자재 뿐 아니라 소규모, 가정용 자재를 판매하는 플랫폼이 증가
c. 도시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공간 부족과 소음 공해를 해결하는 건설 장비 주목
d. 건설 장비 중에서 소형 굴착기가 작년에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약 30%) 기록
e. 100% 전기로 작동하는 장비를 소음 뿐 아니라, 환경 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음

참가문의 : 글로벌비즈익시비션㈜ 글로벌전시팀 02-6671-0741/5/7 global@gbexhibi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