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비 페이백 챌린지 
매뉴얼 



1. 박람회 개요 

전시회명 
• (국문) 2022 코리아빌드 
• (영문) KOREA BUILD 2022 
 
일정 
• 기간 : 2022년 3월 3일(목) ~ 6일(일), 4일간 
• 시간 : 10:00 ~ 18:00 (입장마감 17:30) 
 
장소 
• 일산 킨텍스(KINTEX) 1전시장 전관 
 
주최 
• (주)메쎄이상 
 
문의처 
• 코리아빌드 사무국 ㈜메쎄이상 
• Tel. 02-6121-6400 ㅣ Fax. 02-6121-6401  
• Email. koreabuild@esgruop.net 



부스 참가비 페이백 챌린지 
‘2022 코리아빌드 킨텍스’에 참가한 참가기업이 

초청한 참관객 수만큼 부스 출품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2. 지원 프로그램 안내 

1. 기본 챌린지 - 초청 링크를 통한 사전등록 및 전시장 관람 초청 

대상 20~50명 초청 시 50명 초과 초청 시 (51명~) 

혜택 
참관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바코드리더기) 1대 제공 

1인당 10,000원 (VAT포함) 페이백 
단, 부스 출품료의 최대 20%까지 

예시 - 
         ex. 51명 초청 시 1만원 페이백 
         ex. 100명 초청 시 50만원 페이백 

2. 추가 챌린지 - 초청 링크를 통한 사전등록 독려 

대상 사전등록 수 기준 Top5 기업 

혜택 1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영상 촬영 및 제작 (희망 시 영상 원본 제공) 

예시 https://youtu.be/x0cJzb48ELM 

| 참여 방법 

 
참가기업별 

고유 사전등록 
링크 발급 

 
 

고유 링크로 
사전등록 

 
 

전시장 
방문 및 관람 

 

(키오스크에서  
사전등록 확인) 

 
 

전시 종료 후 
초청 참관객수 
집계 및 정산 

(★) 

 
참가기업의 
고유 링크로 
참관객 초청 

사무국 참가기업 참관객 참관객 사무국 

| 혜택 안내 

* 참여 주체 

https://youtu.be/x0cJzb48ELM


3. 유의사항 및 홍보 예시 

| 유의사항 

• 2022 코리아빌드 킨텍스에  참가하는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참가기업의 고유 링크로 사전등록을 해야 해당 참가기업이 초청한 참관객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등록은 1인 1회 가능합니다. (중복 사전등록 불가) 

• 전시장 앞 키오스크에서 사전등록 확인 후 입장 목걸이를 수령해야 전시 참관으로 인정됩니다. 

• 페이백은 사전등록 후 전시 참관까지 완료한 참관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 페이백은 출품 부스비로만 한정합니다. (전기, 인터넷, 급배수, 압축공기 등 부대시설비 제외) 

• 페이백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별도 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 해당 업체 임직원은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 홍보 예시 

① 문자 ② 홈페이지 ③ 커뮤니티 

기존 회원 또는 지인  
문자 초청 

홈페이지 방문자 초청  
(ex. 이벤트 연계) 

커뮤니티의 불특정 다수 초청 
(ex. 관련카페, 당근마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