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가낳지모 캣페어(구. 케이캣페어) 참가기업 모집 안내 ] 
 

1. 전시회 개최 일정 

전시회명 기간 장소 비고 

2023 가낳지모 캣페어 코엑스 02. 10. 금 ~ 02. 12. 일 삼성역 코엑스 조기신청할인 ~12월 30일까지 

2023 가낳지모 캣페어 대구 03. 10. 금 ~ 03. 12. 일 대구 엑스코 
조기신청할인 ~1월 31일까지 

일러스트코리아 동시 개최 

2023 가낳지모 캣페어 세텍 06. 02. 금 ~ 06. 04. 일 학여울역 세텍 조기신청할인 ~4월 30일까지 

2023 가낳지모 캣페어 수원 10. 13. 금 ~ 10. 15. 일 수원역 수원메쎄 
조기신청할인 ~8월 31일까지 

일러스트코리아 동시 개최 
 

2. 출품료 및 할인 정책 

1) 출품료 및 제공사항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출품료 

(코엑스) 

2,000,000 원 

(VAT 별도) 

2,300,000 원 

(VAT 별도) 

출품료 

(세텍, 수원, 대구) 

1,600,000 원 

(VAT 별도) 

1,900,000 원 

(VAT 별도) 

부스면적 1부스 = 3m * 3m = 9m2 

제공사항 
전시 면적만 제공 

(전력, 콘센트 등 제공사항 없음) 

- 전시 면적 

- 기본 전력 (부스당 1KW) 

- 부스벽체 (목공 아트월 / 흰색) 

- 상호간판 (A3 사이즈) 

- 스팟조명 (황색 / 부스당 3개) 

- 카펫 (방염 파이텍스, 쥐색) 

- 테이블&의자 1SET  

(부스수 무관 업체당 1 SET) 
 

2) 할인정책 

구분 할인조건 할인금액(VAT 별도) 비고 

펫사료협회 

회원사 

회원사 할인 500,000 원 / 부스당  

회원사 조기신청 할인 100,000 원 / 부스당  

회원사 재참가 할인 100,000 원 / 부스당 전년도 동일행사 참가 시 

회원사 규모 할인 100,000 원 / 부스당 6부스 이상 

일반 기업 

조기신청 할인 300,000 원 / 부스당 
전시회별 할인 적용 기간 상이 

(*하단 참조) 

페이백 쿠폰 할인 최대 200,000 원 / 부스당  

규모 할인 100,000 원 / 부스당 4부스 이상 

* 각 할인 조건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조기신청 할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펫사료협회 회원사 할인은 고지된 각 전시회별 조기신청 할인 기한 내에 (사)한국펫사료협회 회원 자격을  

득한 기업으로 제한합니다. 

* (사)한국펫사료협회 회원 법인의 계열사(자회사)가 동시 또는 단독 출품하는 경우라도, 펫사료협회 회원 할인 적 

용은 회원사 1개의 법인으로 제한한다.  

 - 회원사 A와 계열사 B가 동시에 전시회 참가할 경우 회원사 할인은 A사 또는 B사 중 1개 법인을 택하여 적용  

가능 

 - 회원사 A의 계열사 B가 단독으로 전시회 참가할 경우 회원사 할인 적용 불가 

3) 페이백 쿠폰 할인 

- 가낳지모App 내 할인 쿠폰 발행하여 할인한 금액을 주최사무국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스당 최대 20만원) 

- 가낳지모App은 전시회 참관객 입장권 구매에 이용되는 가낳지모캣페어 전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 문의 : 02-6121-6392 / kanacat@esgroup.net 

 

3. 참가 신청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1. 비즈케이펫 홈페이지( www.bizkpet.co.kr ) 접속 

2. 참가안내 → 참가신청/로그인 

3. 또는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https://exhibitor.messeesang.com/kpetk/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사무국으로 연락 바람 

문의 
가낳지모 캣페어 사무국 

Tel. 02-6121-6392 ㅣ e-mail. kanacat@esgroup.net 
 

 

4. 세부 일정 

일정 
전시회명 

코엑스 대구 세텍 수원 

22. 12. 30 - 조기신청 마감    

23. 01. 10 - 출품료 완납    

23. 01. 31  - 조기신청 마감   

23. 02. 10 - 개막 - 출품료 완납   

23. 03. 10  - 개막   

23. 04. 30   - 조기신청 마감  

23. 05. 02   - 출품료 완납  

23. 06. 02   - 개막  

23. 08. 31    - 조기신청 마감 

23. 09. 13    - 출품료 완납 

23. 10. 13    -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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