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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안내 개요
Global Pet Expo는 유통업자, 수입업자 및 소매업자를 포함하여 전문 애완동물 용품 바이어를 위해 열립니다.  
Global Pet Expo에서: 
  순면적 320,000 ft²(30,000 m²) 규모의 전시장에서 1,100개 애완동물 용품 제조업체를 접하고
 16,000명이 넘는 애완동물 용품 산업의 동료 및 선도자들과 인맥을 쌓고
 900가지가 넘는 신제품이 등장하는 업계 최대의 신제품 전시회를 돌아보고
  신제품 전시회에서 “최고 전시 제품”상을 뽑는 투표에 참가하고 
  신생 제조업체, The Boutique, The Natural Pet, Everything Aquatic, International Pavilion을 소개하는 “새로운 것을 
소개합니다”! 전시장을 포함하는 전문 전시구역에 둘러보고 
  미국 내 어떤 애완동물 용품 박람회보다도 더 많은 해외 제조업체와 관계를 맺고
 82개국에서 모인 6,000명이 넘는 애완동물 용품 바이어들과 한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유통업자, 수입업자 및 소매업자가 바이어로서 참석하려면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1 단계: 처음으로 자격을 취득하려는 바이어는 인터넷 (www.globalpetexpo.org/register) 에서 신규 바이어 계정 등록서 (NEW 

BUYER ACCOUNT REGISTRATION)를 작성한 다음 아래에 명시된 두 가지 필수 사업자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필수사항: 애완동물 용품 재판매를 위해 대량으로 구매했음을 증명하는,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도매 물품 대금 
청구서 1매  성분, 재료,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청구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소 미화 250 달러. 추가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다음 서류 중 하나 (1): 

  다양한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활동적인 웹사이트 URL 
  애완동물 용품 상업 광고  
 사업체에 대한 공과금 고지서 
 사업체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장 또는 상업시설 임대 계약서
  업종별 전화번호부 또는 Yelp.com에 해당 업종으로 등재된 내용 
 소매업체 사업 면허증 

2 단계: 이 두(2) 가지 사업자 증빙자료를 아래 수신처로 보내주십시오.

 팩스: +1 203-532-0551, 또는
 스캔 후 이메일: buyers@globalpetexpo.org

과거에 자격을 취득하신 바이어는 인터넷(www.globalpetexpo.org/register)에서 바이어 계정 로그인 (BUYER ACCOUNT 

LOGIN) 을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해 자료를 당해 주소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하려면 “내 암호 잊어버림”을 
이용하십시오. 귀사가 과거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전시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등록된 바이어는 등록 확인 이메일을 받으며, 이 이메일에는 고유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등록된 바이어가 현장에 도착하면 
등록자가 이 바코드로 출입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출입증을 받으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애완동물 용품 제조업체는 Global Pet Expo에출품할 자격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www.globalpetexpo.org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이메일: buyers@globalpetexpo.org

  전화: Annie Rotberg, 부국장/참가자 서비스 담당, +1 203-532-3631

2016년 세계 애완동물 박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