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상반기 케이펫페어 신규업체 참가 지원 프로모션] 

 

신규업체의 케이펫페어 참가를 독려하며,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요 

1) 대상 행사 

전시회명 기간 장소 

2023 케이펫페어 수원 03. 03. (금) ~ 03. 05. (일) 수원메쎄 

2023 케이펫페어 세텍 03. 24. (금) ~ 03. 26. (일) 세텍 

 

2) 모집기간: 선착순 마감 / 행사 별 10개 업체 

 

2. 신청대상 

- 케이펫페어 참가 이력이 없는 업체 (사업자 등록증 기준) 

- 기참가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바꾼 경우 해당 안됨 (사무국 심사 후 확정) 

 

3. 지원 사항 

1) 출품료 감면 

구분 일정 할인액 

케이펫페어 수원 3/3 ~ 3/5 - ￦ 300,000 

케이펫페어 세텍 3/24 ~ 3/26 - ￦ 200,000 

 
 

2) 첫 참가 홍보 프로모션 지원 

2-1) 케이펫페어 인스타그램 첫참가 업체 소개 콘텐츠 업로드 (50만원 상당의 광고상품) 

- 기한 내 자료 제출 업체만 지원 가능(제출 기한은 행사 별 공지) 

- 예시 게시물 

     
· https://www.instagram.com/p/Cdm1VO7MU3t/ 

· https://www.instagram.com/p/CVwypkep70I/ 

 

2-2) 케이펫페어 첫참가 업체 사인물 부착 

 

- 참관객 안내용 사인물 부착 

- 부스배치도/가이드맵 내 첫 참가 업체 표시 

 

 

 사인물 이미지 (예시) 

https://www.instagram.com/p/Cdm1VO7MU3t/
https://www.instagram.com/p/CVwypkep70I/


4. 참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비즈케이펫 홈페이지 (www.bizkpet.co.kr) > [참가안내] > [참가신청/로그인] 

· 회원가입 필수: ID 또는 PW 분실 시 주최 사무국으로 문의 

 

5. 주의사항 

1) 참가신청 접수 시 ‘참가규정 및 출품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출품내역서와 함께 ‘참가 확정’이 공지되는 시점부터 전시회 참가 약정이 성립되며 이후 전시회 

참가 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최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기한 내 출품료가 입금되지 않아도 참가신청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품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은 입금이 완료될 때까지 부스 배치에서 제외됩니다. 

4) 전시회 참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 가능 기간’ 내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전달한 후 주

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mail 또는 비즈케이펫 홈페이지 내 문의게시판 이용) 

- 전시회 참가 취소 가능 기한: 각 전시회 별 출품료 완납 기한과 동일 (*전시회별 상이, 하단 ‘세

부 일정’ 표 참고) 

5)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총 출품료의 100%가 취소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6) 사전에 주최사무국에 승인을 받지 않은 브랜드, 제품은 출품할 수 없습니다. 주최사무국은 협의되

지 않은 제품 및 브랜드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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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