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업체명 이벤트 내용

1 가또블랑코

가또블랑코 2021년도 신제품 아이언캣폴 출시 특가 판매.

캣타워, 원목화장실, 스크래쳐 전제품 10%할인 이벤트.

2 강집사 강집사 신제품 "초대형 플러스 고양이 화장실 (특대형)" 공개 이벤트

3 고로롱
현장에서 @gorogong_official 팔로우시 캣닢티백 샘플 증정

캣닢 패키지 구매시 캣닢파우더 1봉 지급

4 고롱고롱

일부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 할인 행사

3만원 이상 구입 고객님들께 미니 캣닢쿠션 증정(소진시까지)

인식표예약주문시 택배비 무료

5 고롱랩

오프라인 최대 할인으로 현장에서 신규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 Monthly New. Feb_50% 할인

- 전 제품 최대 30% 최소 5% 할인

6 꼬망세

★박람회 특가 ★

1. 꼬망세 에그 살균 소독 탈취제[5,500ml]

정상가 95,800원 →박람회 특가 25,000원

[쭈쭈쭈 할인쿠폰] 5,500ml 세트 구입시 3,000원 할인쿠폰 (선착순 매일 50명)

2. 냥냥님 모래 전용 살균 탈취제750ml

정상가 25,000원 → 박람회 특가 10,000원

[쭈쭈쭈 할인쿠폰] 1개 구입시 3,000원 할인쿠폰 (선착순 매일 50명)

7 넬로
현장계약시 박람회특별할인가 적용

렌탈요금할인, 사은품혜택,

8 늘상×밍냥 할인 프로모션, 신제품 출시

9 닮담 6만원 이상 구매시 도자기 소품 증정 (마그넷 또는 브로치)

10 뜐 오픈 이벤트 현장 할인 진행중

11 리틀캣

B612-Cat planet : 20% 할인행사

쭈쭈쭈쿠폰 30,000

리틀캣자체쿠폰 : 30,000

B612-Catmat : 20% 할인행사,

12 마이베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유튜브 구독 인증시 마이베프 신제품 펫밀크 '생유베리마치'

200ml 1개입 증정

13 머든제작소
캣휠/캣타워/하우스&해먹 현장구매시 20%할인

높낮이조절식탁 100개한정 쭈쭈앱쿠폰 30% 할인

14 멜팅살롱 현장에서 장난감 구매시 미니꽃잎깃털 선착순 지급

15 묘연
현장에서 제품 구매시 한정 엽서와 스티커 증정

현장에서 제품 5만원 이상 구매시 캣닢티백증정

16 묘재

고양이 콘텐츠 스튜디오 묘재에서는

굿즈들을 케이캣페어 특별가로 할인 판매 합니다.

인스타 팔로잉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새로 선보이는 미니백과 에코백도 함께 만나요.

17 미아오 스트럭쳐
1.현장할인혜택 적용(전제품)

2.캣타워 주문시 사은품 증정(원목식기세트, 면줄 등)

18 뽀시래기

1. 쭈쭈쭈 APP 쿠폰 다운로드

1) 1만원 이상 구매 시, 촉촉츄르 1팩 무료 증정 쿠폰

2) 2만원 이상 구매 시, 마이펫 탈취제 500ml 증정 쿠폰

2) 인스타그램 이벤트 뽀시래기 부스 사진 업로드 시, 동결건조 큐브트릿 샘플 1팩 증정 (북어,치킨맛 중 랜덤 증정 / 소진 시 마감)

3) 뽕뽕매트 2장 구매 시 1000원 할인 매트 구매 시, 아로마 모래탈취파우더 8000원

4) 뽕뽕두부모래 7L X 6개입 29,900원에 무료배송까지!

19 셀꾸

1.현장에서 구매 및 결제 이벤트

-추가 할인 및 기타 사은품 지급

2.인스타 인증 이벤트

-셀꾸 부스를 인스타에 올려주신 후, 인증해주시면, 뽑기 추첨을 통해 기타 사은품 지급.

3.퀴즈 이벤트

-ㅁ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추시면, 추첨을 통해 셀꾸 샌드 6kg*1포 및 기타 사은품 지급.

20 소확청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베스트 사용 후기 선정하여

1등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x5장 1명

2등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x3장 1명

3등 소확청 5박스+3단 손잡이 5명

4등 소확청 3박스+3단 손잡이 5명

5등 소확청 다목적용1박스+손잡이 10명

2021. 3. 31일 선정 이후 발송

21 스노우캣 눈꽃모래 비대면 결재진행, 에코캣 현장판매(소량), 무료배송

22 스윗캣 원목 폴 구매 가격으로 알루미늄폴 구매

23 스튜디오 얼라이브
"현장에서 달빛식기 구매시 ( 다빈치 퓨레 간식_ 랜덤지급)

행사기간중 선착순 일 15분 한정."

24 시그니처바이

1. 쭈쭈쭈 이벤트 : 매일 선착순 30명에게 제품 2개 무료 증정

제품1. 시그니처바이 A/a캔 1팩(8개입) _ 시그니처바이 A/a 스틱 1팩(5개입)

2. 현장 샘플 증정 이벤트 : 부스를 방문해주시는 고객들에게 체험 샘플 제공

25 아이시아 건강캔파우치 오랄케어 12봉지를 11,000원에 판매

26 아이오텍 현장에서 펫맘워터 구매시 실리콘패드(15,000원)증정

27 알지유 원목 캣타워 수직 스크래쳐 구매 시 리필 스크래쳐 증정

28 엘아미고 2+1 프로모션 : 현장에서 엘 아미고 캣플렉스 무향 2개 구매시, 무향 1개 더 증정!

29 오로라샌드 현장 구매시 할인행사 및 무료배송

30 워너비펫 현장에서 워너비펫 계정 팔로우 시 스티커 1매 지급

31 이지것
1. 인스타그램 팔로우&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소식받기 미션 수행후 이지것 샘플3종 증정 이벤트

2. 선착순 300명 이지것세트상품 구매시 쭈쭈쭈 쿠폰 5,000원 사용 가능

2021 케이캣페어 서울 참가업체별 현장 이벤트

* 현장 이벤트 진행 내용을 사무국에 고지한 업체 리스트이며,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내용 및 이벤트 운영 업체는 리스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2 이지세이프 펫

1. 최대 65% 제품할인

2. 패키지 구매시 랜덤박스 캡슐뽑기 이벤트

-. 1등 : 패키지2 하나 더

2등 : 4리터 리필 추가증정

3등 : 500ml 추가증정

4등 : 250ml 추가증정

5등 : 50ml 추가증정

3. 1+1 이벤트 - 500ml 단품 구매시 하나 더 추가증정

4. 인스타 팔로우 혹 카카오톡 친구추가시 휴대용 증정

33 조엘르

현장에서 조엘르 의류구매시 페어할인 10% 혜택

현장에서 추로스캣닢쿠션 구매시 추로스 캣닢쿠션 충전재(캣닢 or 마따따비) 하나 더 지급 (선착순 30분)

34 쥬아펫 쥬아펫 인스타 팔로우, 카카오톡 친구추가하면 재밌는 헬리콥터 장난감 '캣챠건'증정!

35 지구별고양이 구매하시는 분들 인스타(@jigucat) 팔로우 하시면 리필(랜덤) 서비스 지급

36 쪼야 구매자분들께 달력과 스티커 지급(소진시까지)

37 캣돌 현장 구매시 제품에 따라 5%에서 최대 20% 할인 및 무료배송

38 캣방 캣방 용품 구매시 ＜기부뱃지＞증정

39 캣티

★캣티 CATEE 특별할인이벤트★

CATEE 네이버스토어 찜하기 + 인스타그램 @catee_shop 팔로우 모두 클릭 시

1. 오프라인 할인가 + 1000원 추가할인

2. 캣닢가루 증정(소진시까지)

1번/2번 中 택 1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40 코고는 고양이 -. 현장에서 야오미 제품 구매시 야오미 롤리팝 사탕 증정(3만원이상구매시)

41 클레공방 물에 뜨는 음수량 증가에 도움되는 수반장난감 둥둥이시리즈와 고양이그릇,수반 &인테리어소품등 할인가 판매(할인률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음)

42 키사

키사 신제품 [키사 퓨어 샌드] 론칭!

전품목 10% 할인 OR 무료배송

대용량 19.2KG 구매시 키사 숨숨집 증정

전 구매 고객 키사 대형 삽 & 키사 스티커 증정

43 투비레어 목줄 구매시 인식표 무료 각인 무료 서비스 행사를 합니다.

44 티키캣

제품 구매시 20~50% 할인 이벤트

1일 100명 한정! 티키캣 전제품 20종 맛보기 기회!

스타터키트 50% 할인(쭈쭈쭈쿠폰 이용)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면 티키캣 스틱 1ea 증정(맛 랜덤증정)

1일 500명 한정! 티키캣 SET 증정 (쭈쭈쭈쿠폰 이용)

45 퍼시캣 제품 구매 시 20~60% 할인 판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가입하면 오메가트릿 샘플 증정! 30,000원 이상 제품 구매 시 꽝없는 추첨 이벤트 참여 기회(1등 50만원상당 캣타워)

46 펫레스트

1. 현장 구매 시, 전 제품 최대 60% 할인 혜택 제공

2. 펫레스트 부스 사진 촬영 후, 개인 SNS 업로드 시 'DIY 퍼즐 장난감' 1일 선착순 50명 증정

* 쭈쭈쭈 앱 이벤트와 중복 수령 불가

* @petrest_insta 팔로우, 현장 확인 후 즉시 제공

* 필수 해시태그 : #펫레스트 #petrest #케이캣페어 #케이캣 #고양이장난감추천 #캣큐브 #DIY캣플레이키트

3. 김효진 수의사 X 펫레스트 '강연 참여자 대상 특별 할인가 쿠폰' 및 'DIY 퍼즐 장난감' 제공

* 강연 현장에서 배부되며, 쿠폰은 펫레스트 부스 방문 시에만 사용 가능

4. 구매자 전원 사은품 증정 (스쿱 스판덱스 마스크 세트)

47 펫샤인 펫샤인 6+1=5만원

48 펫트리온
현장 이벤트

: 펫트리온 전제품 (영양제, 츄르) 1+1 진행

49 펫팀장
1.전제품 구매시 핸드폰거치대 1개씩 증정(칼라는 랜덤)

2.스마트스토어 찜,소식알림, 인스타팔로우, 설정시 핸드폰거치대 증정

50 포가토

1. 포가토 친구 맺기 이벤트 포가토 공식 카카오 채널-친구 맺기 혹은 인스타그램-팔로우

2. 포가토 전 제품 3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 ＜쭈쭈쭈 쿠폰＞

3. 포가토 그레인프리 2종, 페로로 져키 간식 1종 (3가지 중 1종 랜점 증정) 선착순 300명 무료 증정 ＜쭈쭈쭈 쿠폰＞

51 퓨어비타 / 내추럴 그레이트니스 오리지널 샘플. 사료 일부품목 할인판매

52 픽스드스타 장난감 구매시 캣닢향이 솔솔나는 반짝이 폼폼이 2개 증정 (선착순 100명)

53 핸드마CAT 전품목 할인

54 헬로가토스
1. 헬로가토스 전제품 할인 up to 25% (&냥밥 츄르형 2+1)

2. 현장에서 인스타 팔로우하고 냥밥샘플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