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케이캣페어 코엑스>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안내 

 

1. 전시회 개최 개요 

전시회명 2021 케이캣페어 코엑스 

전시기간 2021. 01. 08(금) ~ 01. 10(일) / 3일간 

전시장소 코엑스 C홀 

전시규모 약 350 ~ 400 부스 

동시개최 제4회 케이캣 고양이집사능력시험 

 

2. 출품료 및 할인 정책  

1) 출품료 (VAT 별도) 

구분 독립 부스 조립 부스 

출품료 200만원 / 부스 230만원 / 부스 

제공사항 
전시면적(3m X 3m)만 제공 

참가기업이 부스 디자인〮시공〮철거 진행 

전시면적(3m X 3m) + 부스 시설물 제공 

벽체/간판/카펫/조명/전력/테이블&의자 

 

2) 할인정책 

① 일반 기업(한국펫사료협회 회원이 아닌 기업) 

할인조건 할인금액 비고 

1차 조기 신청 할인 부스당 -20만원 2020. 08. 31(월) 15:00 ~ 10. 11(일) 23:59 까지 

★ 기한 연장 : ~10.30(금) 23:59까지 

2차 조기 신청 할인 부스당 -10만원 2020. 10. 12(월) ~ 10. 30(금) 

재참가 할인 부스당 -10만원 2020 케이캣페어 코엑스 참가기업에 한함 

연속참가 할인(*) 부스당 -30만원 2020 케이캣페어 수원 참가기업에 한함 

규모 할인 부스당 -10만원 4부스 이상 

1) 위 할인 정책은 (사)한국펫사료협회 회원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적용됩니다. (사)한국펫사료협회 회원사에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위 할인 정책은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1차 조기 신청 할인’과 ‘2차 조기 신청 할인’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3) 부스가 소진될 경우 참가신청이 마감되며 2차 조기 신청 기간은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참가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금번에 한해 ‘연속 참가 할인’ 금

액을 대폭 인상합니다.  

 

② (사)한국펫사료협회 회원사 

할인조건 할인금액 비고 

협회 회원사 할인 부스당 -50만원 참가신청일 기준 (사)한국펫사료협회 회원사에 한함 

조기 신청 할인 부스당 -10만원 2020. 08. 31(월) 15:00 ~ 09. 29(화) 23:59 까지 

★ 기한 연장 : ~10.30(금) 23:59까지 

재참가 할인 부스당 -10만원 2020 케이캣페어 코엑스 참가 기업에 한함 

규모할인 부스당 -10만원 6부스 이상 

1) 위 할인 정책은 (사)한국펫사료협회 회원사에만 적용됩니다.  

2) 위 할인 정책은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할인 규정(회원사 및 일반기업 모두 적용) 

할인 조건 할인 금액 비 고 

쭈쭈쭈 쿠폰 페이백 할인 부스 당 -10만원 쿠폰 사용 결과에 따라 사후 환급 

1) 쭈쭈쭈 앱을 통해 일정 수량 이상의 쿠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쿠폰의 종류 및 수량은 주최 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전시 종료 이후 쿠폰의 실제 사용(소

진) 결과에 따라 입금하신 참가비를 환급해드립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쭈쭈쭈 프로모션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 선착순 접수 

 - 참가기업용 홈페이지( www.bizkpet.co.kr ) 접속 ▶ 참가안내 ▶ 참가신청/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 회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분실 시 주최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6121-6392 ) 

2) 신청 절차 

 ① 온라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접수 

 ② 출품내역서 수령 및 계약금 납부 (총 참가비의 50%) 

 ③ 참가비 잔금 납부 (~ 전시회 개최 30일 전까지) 

*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주최사무국은 참가기업의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출품내역서’와 함께 ‘참가 확

정’을 공지 드립니다. 

* ‘참가 확정’이 공지되는 시점부터 본 전시회 참가 약정이 성립됩니다. 전시회 참가비 또는 계약금을 입금하

지 않아도 참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 확정된 참가 신청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 가능 기간’ 내에 서면으로 (e-mail 또는 비즈케이펫 

홈페이지 내 문의게시판 이용) 취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전시회 참가 취소 가능 기간 : 전시 개최일로부터 60일 전까지( ~ 11월 9일까지) 

* 전시회 참가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취소위약금이 발생합니다(총 참가비의 100%). 

 

 

 

http://www.bizkp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