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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제조를위한 기계, 기술 및 재료의 국제
전시회.

자료표
전시회 제목 :

아세안 도자기 2019
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제조를위한 기계, 기술 및 재료의 국제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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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찬조로 :

산업 자원부 산업 진흥부
과학 기술부
국가 과학 기술 개발기구
국가 금속 재료 기술 센터 (MTEC)
출라 롱콘 대학교 재료 과학과
태국 과학 기술 연구원
태국 도자기 학회
인도네시아 도자 학회
베트남 건축 도자기
일본 세라믹 학회
인도 도자 학회
방글라데시 도예 학회
람방 도자기 협회
랏챠 부리 도자기 협회
세라믹 연구소
세계 도자 학원
세계 이벤트기구

태국 컨벤션 및 전시회 국 (TCEB)
전시회프로필 :

기계, 무거운 점토 설비, 정밀하고 내화 세라믹 기술 및 기계, 기술
도자기 및 분말 야금, 실험 및 테스트 장비, 연구 / 개발 / 컨설팅 서비스.

방문자 프로필 :

동남 아시아, 남아시아 및 극동 지역의 도자 전문가. 방문객의 74.7 %는
제품 구매에 직접 관여했으며, 경영진 및 고위 관리자는 43.8 %,
생산자는 25.2 %, 회사 소유자, 상무 이사 또는시이오는 17.8 %였습니다.
베트남,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대만,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홍콩, 한국, 브루나이,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장 하이라이트 :

아세안 시장 규모는 현재 2.69 조 GDP 로 평가되며 세계에서 3 번째로 큰
규모이다. 태국은 중국 및 인도와 함께 아시아의 3 대 세라믹 강국 중
하나입니다. 태국 정부, 930 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발표
2016 년 태국 도자기의 수출 총액은 16 % 증가했습니다.

지역 개요 :

태국은 아세안 무역 구획의 중심에 위치 할뿐만 아니라 중대한 메콩 강
지역 (지엠에스)의 중심에 위치한다. 지엠에스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남부 및 태국으로 구성됩니다. 300 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두 육로로 연결되고 곧 철도로 연결되는이 지역은 인구와 성장 속도,
신흥 국가, 개발 도상국 및 기타 지역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부대 중 하나가됩니다.우리는 시장과 인도 러시아 및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무역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보고서 :

아세안의 무역 상대국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로 구성된 아세안 무역 파트너십과 함께 지리적 경계를 뛰어
넘습니다.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1998 년 세계 경제의 9 %를
차지했으며, 2012 년에는 21 %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으며 2016 년에는
27 %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아세안의 강점은 수출 강국 일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달리이 생산을 위해 생산 기계 및 재료를 수입하는
거대 순 수입국으로서 인도는 그 정도가 적습니다.

비용 :

원시 공간 : m2 당 295 달러. 워크 온 패키지 : 평방 미터 당 355 달러

주최자 연락처 :

아시아 전시 서비스 (AES)
ceramics@aesexhibitions.com
전화번호: +66 2207 2412 팩스: +66 2207 2626
글로벌 어소시에이츠 : AES (UK) Limited
john@aesexhibitions.com
컨퍼런스 주최 : MTEC
somnuk@mtec.or.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