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상품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그리고 그들의 대리점을 위한 반려동물 업계의 선도적 동업자 단
체인,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APPA: 미국 반려동물 상품 협회)의 회원이 되시는 것은 귀사
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회원이 되면 전문가들 및 다른 반려동물 업계 전문가들과 연대 관계를 구축
하게 되고, 귀사의 고객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며, 귀사에게 경쟁력을 키워 주는 꼭 갖추어야 할 비즈니
스 툴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APPA 회원 혜택:

Global Pet Expo: (글로벌 반려동물 상품 박람회): 매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상품 무역 박람회
이자 최고의 업계 행사에서 전시합니다

APPA의 전국 반려동물 소유주 설문조사: 미국 시장과 반려동물 소유주 인구통계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의 출처로서 반려동물 업계의 선도적 데이터 출처임

기타 시장 조사: 반려동물 산업의 신흥 글로벌 시장과 부문에 관한, 신뢰받는 파트너들의
독립적 전략 정보교육: APPA 회원들에게 최신 반려동물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통 웹캐
스트, 백서 및 소식지

교육: APPA 회원들에게 최신 반려동물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통 웹캐스트, 백서 및 소식지
APPA 회원이 누리는 사업상 이점: 반려동물 상품 소매 전망의 탐색에 관한 전문가들의 조언
수출-수입 솔루션 센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서 귀사의 국제 무역 활동
의 폭을 넓힙니다

부 및 규제 문제:미국 주법 및 연방법의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줌
홍보 프로그램: APPA 회원들, 미디어 및 반려동물 소유주들 간에 관문을 만들어 내는 계획 및 서비스

APPA 회원권과 Global Pet Expo(글로벌 반려동물 상품 박람회)에 전시하는 것에 관한 정보
에 대해서는, APPA 부스 및 회원권 판매팀에 문의하십시오:
방문: www.americanpetproducts.org/howtojoin
이메일: APPAmembership@americanpetproducts.org

2020년 2월 26일~28일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 센터
플로리다 주, 올란도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미국 반려동물 상품 협회)와 Pet Industry Distributors Association(반려
동물 산업 유통업체 협회)가 주최하는, Global Pet Expo는 매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상품 무역 박
람회이자 최고의 업계 행사입니다. 면밀하게 조사된 모든 구매업체들이 참여하는 Global Pet Expo는 출품
업체들이 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온 최고 품질의 반려동물 상품의 구매업체들과 강력한 거래 관계를 새로
이 구축하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전시
평방 피트당 $25.50 또는 10’ x 10’ 부스(9 평방 미터)당 $2550
모퉁이 부스 프리미엄 $200
중심부 트롤리 경로의 정면 10피트당 $250
평방 피트당 $2의 추가 요금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적용됨

발견
1,175개의 출품 회사
83,000 평방 미터의 전시 공간
4개의 전문 구간 + 국가관

연결
7,000개가 넘는 구매업체
25% 대형 시장 및 다중 사업부 구매업체
35% 독립 및 단일 사업부 소매업체
30% 수입업체, 도매업체 및 유통업체
10% 온라인 소매업체

이익
구매업체들 중 70%가 신상품 전시관의 상품을 본 후에 주문을 했음
구매업체들 중 67%가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았음
구매업체들 중 70%가 2018년 박람회 끝난 그 달에 구매했음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GLOBALPETEXPO.ORG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