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싱가포르 국제 건축 및 건설기술 박람회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20년 3월 11일 – 13일

■ 개최장소

Singapore EXPO

■ 전시규모

15,000sqm, 300 업체, 20개국, 10,000 명 이상의 방문객

■ 웹사이트

http://www.buildtechasia.com/

■ 주최기관
■ 전시특징 - 건축 자재 뿐 아니라 건설 장비 및 기계, 그리고 기술까지
아우르는 전시회

- 싱가포르 건설청(BCA)이 후원하는 전시회
- 박람회 기간 중 다양한 행사에 바이어의 집중도와 B2B 바이어
참관율이 높음
- 동 기간에 Facilities Management Solutions Expo
(설비 관리 솔루션 박람회)가 co-located 전시회로 함께 진행
- 올해 첫 Infrastructure 카테고리 런칭
■ 참가비 안내

기본 패키지 1 부스 USD 6,360 / 12sqm
** 포함내역 : 벽체, 간판, 카펫, 전기, 조명 2개,
인포데스크 1개, 의자 2개, 쓰레기통

■ 전시 품목

현장 건설기계 및 장비, 생산기술, 건축자재 및 솔루션, 마감재
설비관리, 인프라스트럭쳐(도로건설, 홍수컨트롤시스템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
정보 전달
신제품 런칭

새로운 거래선 발굴
현지에이전트 서포트

2. 지난 전시 결과
■ 개최일시

2018년 10월 22일 – 24일

■ 개최장소

Singapore EXPO Hall 3 & MAX Atria (싱가포르)

■ 전시규모

15,000sqm, 15개국, 133개 업체

3. 싱가포르 시장 정보

■ 주요 타켓 바이어
건축가, 건설협회, 유통업체, 딜러, 수입업자,

건축가, 인테리어업체 등
1. 싱가포르, 대규모 공공인프라 투자 증가 및
시장 활성화 전망
- 싱가포르 건설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싱가포르 건설시장은 약 26.06억 불 규모로
추산되며, 2017년에 이르러서는 31.5억 불로 성장 예상

- 특히 공공 인프라 건설 부문의 시장 규모가 2016년도 이후에 비해 57% 성장한 12.5억 불 규모
로 형성 예측

- 싱가포르 건설시장 내 공공분야의 투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토목 분야
(Civil Engineering)가 7.93억불로 가장 높은 투자 비율을 차지
- 2020년까지 대규모 공공 주택 단지 개발, 병원, 학교 건립 등 건축 분야에 다양한 프로젝
트가 예정되 있어 건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2. 싱가포르 건설 프로젝트 관련 16개의 기관 존재, BCA 중심으로 건설 프로젝트 관리
- 싱가포르 내, 건설 관련 기관은 BCA를 포함 총 16개 기관이 존재

- BCA는 싱가포르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MND) 산하기구로,
싱가포르 내 진행되는 건설프로젝트를 승인, 관리, 감독, 규제를 총괄하는 중추적인 기관
- 공공프로젝트 개발에 모든 예산 집행은 재정부(Ministry of Finance;MOF)에서 이뤄지고
있으며,각각의 예산 집행된 프로젝트 내역은 온라인 상으로 확인 가능
- 현재 예정중인 공공 프로젝트 입찰정보 또한 확인 가능하며, 최종 낙찰된 Contractor로
하여금 총괄 기획안, BIM 설계안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4. 부스 도면

글로벌비즈익시비션㈜ 글로벌전시팀 02-6671-0741

trade@gbexhibi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