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th YAPI TurkeyBuild Istanbul

1.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20년 4월 18일 – 22일

■ 개최장소 TUYAP Fair and Congress Center (터키, 이스탄불)

■ 웹사이트 https://yapifuari.com.tr/H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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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0 (터키 현지 VAT 18% 포함)
** 코너부스 시, Surcharge 발생

■ 개최 일시 2019년 6월 18일 - 22일

■ 개최 장소 TUYAP Fair and Congress Center (터키, 이스탄불)

▲ 2018년 터키 건축 박람회 사진

참가문의 : 글로벌비즈익시비션㈜ 해외전시팀 02-6671-0745 trade@gbexhibition.com

2. 지난 전시회 결과

https://yapifuari.com.tr/Home


■ 주요 타켓 바이어

Managers and specialists of wholesale, retail and construction companies

■ 바이어 관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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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시장 주의 사항

- 최근 터키에서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고소 당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당부
되고 있음. 

(사례1)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터기 업체가 해외 업체를 제소
(사례2) 디자인권 침해
(사례3) 상표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권이 취소된 사례

원본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
=1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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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규모 23,349 sqm, 총 555개업체 참가. 12개국에서 해외 업체 참가, 
68,738명 방문, 해외 바이어 135개국 9,037명 방문

■ 참가업체 국가 중국, 인도, 이탈리아, 코소보, 레바논, 사이프러스, 카타르, 폴란드, 러시아, 
대한민국, 대만, 터키 등

■ 바이어 분석 건축가, 엔지니어, 건자재 도·소매 업자, 부동자 개발업자, 인테리어 전문가, 

도시 개발 전문가, 정부 등

■ 바이어 국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독일,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러시아, 리비야, 모로코, 일본, 중국,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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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 행사 결과

3. 타켓 바이어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78389


4. 전체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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