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웨스트 가 애너하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육 및 행사

2022년 3월 8-12일

전시회

ACC North Halls ACC Halls AE & Arena
2022년 3월 9-11일 2022년 3월 10-12일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Expo West는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powest.com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하고 화창한 캘리포니아에

서 올 3월에 커뮤니티에 가입할 계획을 시작하십시오.

@NatProdExpo #ExpoWest

이벤트 정보
건강 및 안전

우리는 새로운 Omicron 변종에 대한 새로운 뉴스와 과학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DPH, 주 및 지역 보건 당국,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CDC 및 WHO의 지침을 받는 동안 건강 프로토콜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3월 이벤트는 Informa AllSecure (www.informa.com/allsecure) 에 따라 계획되고 있으며 커뮤니티가 Expo

West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시기 적절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expowest.com/health-safety 방문

참석자와 전시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안전 및 위생 조치와 건강 및 안전 FAQ 목록.
우리는 다양한 수준의 편안함을 고려하여 올해 이벤트를 특별히 설계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거리를 선
호하든 일대일 상호 작용을 원하든 각 이벤트에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등록 정보

전시장 배지에는 일일 전시장, Fresh Ideas Organic Marketplace, 모든 교육 세션, 모든 네트워킹 이벤트, Expo West
모바일 앱 등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expowest.com/register로 이동 하여 비즈니스 유형을 결정하고 이벤트 전에 등록하십시오!

전시장 배지 가격
사업 유형
공인 소매업체, 유통업체,

얼리버드

(2/6 이전)

고급의

(2/6 – 3/6)

현장

(3/7 – 닫기 표시)

식품 서비스 또는 건강

무료

$45

$95

적격 투자자

$895

$995

$1,095

$995

$1,095

$1,195

실무자 참석자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
제조업체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 참석자

천연물 엑스포 가상 커뮤니티

Natural Products Expo Virtual Community는 2022년에도 성장하는 천연물 산업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으로, 주요 전문가의 통찰력에 대한 독점적인 액세스,

Natural Products Expo West 및 East의 가상 확장, 식탁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회의 공

간을 제공합니다. . Natural Products Expo West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커뮤니티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RETURNTOANAHEIM

전시장 운영시간

ACC 홀 AE & 아레나

ACC 노스 홀

3월 10일 목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3월 9일 수요일 | 12:00 - 6:00 오후

3월 12일 토요일 | 오전 10시 - 오후 4시

3월 11일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3월 11일 금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교육

3월 10일 목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기후의 날 3월 8일 화요

일 | 오전 8시 – 오후 6시 30분

기후의 날(Climate Day)에서 혁신적인 리더와 연결하여 귀사가 지구 온난화를 역전시키기 위해 의
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도구, 정보 및 커뮤니티를 찾으십시오. 지속 가능한 포장 솔루션부터 순 제
로 및 기후 정의 공약에 이르기까지 천연 제품 산업이 2022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주요
조치 영역에 대해 논의합니다.

천연물 엑스포 웨스트 피치 슬램 준결승: 3월 8일 화요일 | 오후 4시 30분 – 6

시 30분
결승전 및 파티: 3월 9일 수요일 | 오후 4시 30분 – 6시 30분

후원

Natural Products Expo West Pitch Slam은 미션 중심의 혁신적인 브랜드를 강화하여 체인지메이커
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노출 및 리소스를 연결합니다. 흥미롭고 빠르게 진행되는 이벤트로
주목받는 신흥 브랜드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전문 업계 패널과의 Q&A를 들으십시오.

기조연설: 천연 및 유기농 현황

3월 9일 수요일 | 8:30 – 10:00am 제품 동향과 소매 정보

를 강조하는 정보가 가득한 이 세션을 놓치지 마세요. 비즈니스 전략을 알리고 제품 혁신의 다음 단
계를 발견하고 천연 및 유기농 제품 산업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네트워킹 이벤트

전체 이벤트 일정은 expowest.com 에서
확인하세요 .

이른 아침 요가

3월 9일 수요일 – 3월 12일 토요
일 | 7:30 – 9:00am

매일 아침 그랜드 플라자(Grand Plaza)에서 이른 아침 요가 세
션에 참여하여 하루를 중심에 두고 활력을 되찾으세요.

수요일
아침 요가
후원

토요일
아침 요가
후원

금요일
아침 요가
후원

목요일
아침 요가
후원

신선한 아이디어 유기농 마켓플레이스

후원

3월 9일 수요일 | 오전 11시 – 오후 4시

이 독점적인 유기농 행사는 농민 시장의 활기와 산업 무역 박람회의 힘을 결합합니다. 업계 최고의 생산
자 및 제조업체의 인증된 유기농 제품의 최신 및 최고를 살펴보십시오. expowest.com/fresh-ideas
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출품업체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광장의 저녁

3월 9일(수) ~ 3월 11일(금) | 오후 6시 – 8시
라이브 음악이 돌아왔습니다!

그랜드 플라자(Grand Plaza)에서 라이브 음악과 함께 무역 박람회를 산책하며 하루를 보낸 후 긴장을 푸십시오.

수요일
서던 애비뉴

목요일
마이클 프란티 트리오

캘리포니아 허니드롭

금요일

후원

후원

후원

후원자 님 감사 합니다
플래티넘 스폰서

Contract Manufacturing – Private Label
– Custom Formulation
계약 제조 – 개인 상표
– 맞춤형 제형

골드 스폰서

실버 스폰서

독점 소비자

미디어 스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