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비 할인 프로그램

구     분

조기신청

기참가

대     상 비      고할 인 율

2023년 4월 7일(금) 이전 신청자 20%
최대 할인율

25%
5%기참가 업체

※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40-008-890673 (주)한국국제전시

조기신청 : 2023년 4월 7일(금)까지

참가신청 : 2023년 6월 9일(금)까지
잔금 납부 : 2023년 6월 9일(금)까지

참가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

계약금 50% 납부

※ 상기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비건페어 인 서울 주최사무국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3, 1116호(여의도동)

Tel. 02-761-2864(代) | Fax. 02-761-2517 | E-mail. info@koreaveganfair.com

www.koreaveganfair.com

기본부스A 3m X 3m X 2.5m 2,200,000원 간판, 조명,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콘센트 1개(1kw)

※ 상기 부스 이미지는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립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참가기업이 직접 디자인 및 시공)

※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2,000,000원3m X 3m

기본부스B 간판, 조명,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콘센트 1개(1kw)1,100,000원2m X 2m X 2.5m

기본부스A 기본부스B 독립부스

2023. 8. 10(목) - 12(토)
서울 코엑스 B홀 / Hall B, COEX, Seoul

www.koreaveganfair.com

베지노믹스  K-비건페어 인 서울

2023참가신청 방법

참가 안내

부스 안내

주최

인 서울 주최사무국K-



* 상기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위한 페어, ‘K-비건페어 인 서울 2023’은
비건 관련 국내 최대 오프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국내 대표 비건 전문 산업 전시회에서 비건 필수 트렌드를 조망하고
비즈니스 및 판로 개척의 기회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생활용품

패션, 뷰티,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식품

대체육, 간편식, 식물성 재료, 베이커리, 디저트, 음료, 주류, 비타민, 기타

행사 개요

전시 품목

기후 환경 용품

신에너지 제품, 재생에너지 제품, 생분해성 제품, 지속 가능 제품, 재활용 가능 제품,
리사이클링&업사이클링 제품, C테크 관련 제품, 수소차, 전기 운송 기기, 자전거, 기타

협단체 및 마켓

비건 인증 기관, 동물복지 기관, 환경운동 단체,
제로 웨이스트 샵, 온&오프라인 마켓,
비건&환경 관련 서적, 기타

LOVE VEGAN

Lifestyle 비건 생활용품전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비건 제품과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는 장

Vision 세미나 및 강연

 Earth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인플루언서 등
‘비건’의 비전을 위한 교류의 장

기후 환경 특별전

기후(Climate), 탄소(Carbon), 청정(Clean)에 관한 
지구 환경 관련 기술의 C테크 산업존과 RE100존
(재생에너지)

Online Meeting room 
온라인 미팅룸

출품업체가 직접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상시로 바이어, 
일반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미팅 공간 

행   사   명

관 람 시 간

홈 페 이 지

약         칭

기         간

장         소

규         모

K-비건페어 인 서울 2023 (K-Vegan Fair in SEOUL 2023)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 마감 종료 30분 전)

www.koreaveganfair.com

주         최

KVF 2023 (KVF 2023)

2023년 8월 10일(목) - 12일(토) / 3일 간

서울 코엑스 B홀

4,365m², 약 180개 업체 200개 부스

서울특별시, K-비건페어 인 서울 주최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