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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2023 가낳지모 캣페어 대구

장 소 EXCO 동관 5홀

일 정 2023.3.10(금)-12(일), 3일간

주최 / 주관 (주)메쎄이상

동 시 개 최 대구 일러스트코리아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E-mail

사무국 가낳지모 캣페어 02-6121-6392 kanacat@esgroup.net

총괄 조원석 책임매니저 010-9410-6590 cws.es@esgroup.net

전시 운영

한병주 책임매니저 010-4651-4923 bjhan.es@esgroup.net

김현채 매니저 010-2890-5042 kimhc.es@esgroup.net

이규원 매니저 010-9495-2891 kwlee.es@esgroup.net

이하정 매니저 010-4670-3452 hjlee.es@esgroup.net

일반 안내사항

■ 전시 개요

■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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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목) 3.10(금)-3.11(토) 3/12(일)

-

설치 기간 당일 벽면의 페인트가 마르지 않아, 제품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니 페인트가
말랐는지 확인 후 디스플레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스 철거는 3월 12일(일) 전시 종료 후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입니다. 
*전시 종료 전 철거 및 반출은 절대 불가합니다.

참가업체 출입증은 기본적으로 업체 당 3개를 제공해드립니다. 
출입증 추가 발급의 경우 수령 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

설치 및 철거기간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참가업체 책임하에 철저히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사무국은 일정액의 수거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일정

■ 주의사항

14:00~20:00

참가업체 전시품 반입 및 출입증 수령

08:00~10:00 참가업체 입장 시간

관람객 입장 시간10:00~18:00

14:00~16:00

전시장 내 차량 진입

16:00~

부스 내 전력 공급

18:30~22:00

부스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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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력공급은시공시간에변동될수있습니다.

08:00~

독립부스 및 조립부스 장치공사



구 분 세부 사항 일정 비고

온라인
신청

부스 간판명 신청 ~ 2.28(화)까지
신청 기간 내 미 접수 시

참가신청서 상 기업 및 브랜드명 사용

온라인 홍보 자료 등록 ~ 3.3(금)까지 참가업체 전용 페이지에서 신청

페이백 프로모션 참여 신청 ~ 2.24(금)까지

부대시설 부대시설 추가신청 ~ 3.3(금)까지 사무국 문의

참가비
납부

부스비 + 부대시설비 ~2.22(수)까지 기간 내 참가비 전액 완납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3.13(월)~ 행사 후 일괄 ‘영수’ 발행
(현금영수증발행요청업체동일)

STEP 1

가낳지모 캣페어 홈페이지 접속 후

참가업체 로그인

STEP 2

간판명 신청 클릭 후 개별 작성

STEP 3

참가기업 홍보 자료 등록 클릭 후

홍보 이미지 및 소개글 등록

■ 사전 준비사항

■ 참가업체 전용 페이지 활용

https://exhibitor.messeesang.com/kcat/▶전용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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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https://exhibitor.messeesang.com/kcat/


구분 내용 비고

중량물 1.5톤/㎡ 이상의 전시품(전시차량 포함) 위험물 반입신고서제출 및 사전협의필요

위험물
가스통(LPG 등), 폭발성 물질, 위험물 용기, 

고전압 기구, 가연성 있는 물질과 폭발물
헬륨가스, LPG 등의 가스 일체 반입 금지

(헬륨풍선, 헬륨 장난감 포함)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전시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무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화물 차량
- 전시장 내 차량 진입은 9일(목) 당일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가능
- 해당 외 시간은 하역장 입구에서 핸드캐리어를 활용하여 운반

지게차
- 지게차 이용 시 엑스코

공식 협력업체에 의뢰
검단지게차 : 010-3526-8199

대한건설중기털보지게차 053-383-3721

분류 업체명 연락처 메일 주소

부스장치 위스돔 02-2065-1174 wisdom@e-wisdom.co.kr

전기/조명 한불이엔지
053-382-9991

010-9649-0426
-

가구/비품 더퍼스트 031-918-5320 thefirst@thefirstpro.co.kr

사인물 씨아이에이 010-5027-4001 -

카페트 한일컴퍼니 02-555-6225 hanilptex@naver.com

■ 전시품 반입

■ 전시품 운반

■ 공식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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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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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차장

장소 대구 엑스코(EXCO)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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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간 요금 비고

기본 요금 최초 30분 1,000원 이후 초과 시 10분 당 350원

일 최대 요금 24시간 10,000원 -

구분 혜택

경차

50% 할인
저공해 1종

(스티커 부착)차량

장애인 및 유공자
(증명서 제시, 본인 탑승시 적용)

주차 관련 문의 T. 053-601-5044

전시장 안내



호텔명 타입 요금

인터불고 엑스코

Standard Double 99,000

Standard Twin 99,000

Deluxe Double 144,000

Deluxe Twin 144,000

BREAKFAST 28,000

호텔명 거리 연락처 홈페이지

브라운도트호텔 엑스코 441m 053-381-1704 -

호텔피에드 엑스코 485m 0507-1437-8083 -

컨벤션비지니스 호텔 164m 053-382-1002 -

그랜드호텔 6.3km 053-742-0001 The Grand Daegu Hotel (daegugrand.co.kr)

대구메리어트호텔 5.5km 053-327-7000 Hotel in Daegu, South Korea | Daegu Marriott Hotel

엘디스 리젠트 호텔 10km 053-253-7711 Eldis Regent Hotel (eldishotel.com)

호텔라온제나 11km 053-718-7000 호텔라온제나 (hotellaonzena.com)

호텔 아리아나 12km 053-763-9000 호텔라온제나 (hotellaonzena.com)

토요코인 대구 동성로 9.6km 053-428-1045 www.toyoko-inn.com/korea

팔공에밀리아호텔 19km 053-623-1000 호텔에밀리아 (emillia.co.kr)

■ 제휴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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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숙박시설

예약 문의 T. 053-380-0114
*예약 시 메쎄이상 일러스트코리아 참가사 특별 견적 요청

http://www.daegugrand.co.kr/grand/main/index.php
https://www.marriott.com/en-us/hotels/taemc-daegu-marriott-hotel/overview/
http://www.eldishotel.com/
https://hotellaonzena.com/
https://hotellaonzena.com/
http://www.toyoko-inn.com/korea
http://www.emill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