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et Industry Retail Association
A. 간략한 소개
사단법인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2014년도에 펫샵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사단법
인 인가는 2018년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친목도모와 정보공유 그리고 공
동 구매 등의 목표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협회가 발전하면서 업계 현안에 대처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협회의 제 1목표는 ‘유통재벌이나 온라인 유통 대기업 등으로부터 우리의 골목상권을 보
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회원의 회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회의 경비사용을 비롯
한 모든 운영사항은 투명하면서도 어떠한 법적 하자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장기적으로 회원
간의 공동협력을 통해 펫소매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내 반려동물 산업 및 문화의 발전에 기
여하고자 합니다.
B. 주요 목표 사업
1. 유통재벌 대기업의 펫소매업으로의 침투, 골목상권의 침탈을 막아내는 사업
2. 대다수가 생계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회원들의 보호 및 지원 사업
3. 펫소매업의 발전방향 모색 및 추진사업 발굴
4. 펫소매업 관련 국내외 시장정보 공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5. 펫소매업 관련 상품판매 및 유통관련 교육, 세미나, 컨설팅 등 주관
6. 펫소매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주관 운영사업
7. 이 외 회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부대사업 운영
C. 세부적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코자 하는 사업 내용
1. 정부로부터 정식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 사업;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업계의 대
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펫샵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사업;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투쟁하여 국회에서 통과가 되
었고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의 구체적 선정을 남겨 놓고 있는 바 여기에 펫샵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자 합니다.
3. 동반성장위원회에 펫샵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서류 접수; 2)번 항목과는 별도
로 기존 의 정부 산하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 서류를 신청 하여 접수가 되었으며 현재 심사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통재벌이 펫샵 유사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합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 농림부 등 주무관청과의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동물보호법과 관련법을 우
리 업계에 유리하게 제정·개정되도록 합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정부기관과 관련 단체 등과 펫샵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방안을 추진코자 합
니다
6. 펫전시회에서 펫용품을 할인 판매 행위 지양; 지역 펫샵의 매출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
는 전시회의 ‘할인판매장화’를, 정상적으로 홍보만 하는 전시회가 되도록 펫산업인들과 공동 노력 중
입니다.
7. 홈페이지 활성화(www.kpira.or.kr)를 통해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8. 세무사, 노무사 등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펫샵 운영 상 문제를 도와 드립니다.
9. 변호사와 계약하여 블랙컨슈머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10. 이미 추진되고 있는 장학사업을 좀 더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11. 회원사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도와드립니다.
D. 회원이 되어 주세요!
전국의 펫샵가족 여러분, 협회는 회원님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협회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이실 때 우리 협회는 비로소 우리 생계가 걸려있는 펫샵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더하게 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회비는 직원 월급과 기타 경비로 쓰입니다. 회비는 단돈 1원도 헛됨이 없이 쓰이
고 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협회는 풍전등화에 있는 펫샵과 유통업계의 바람막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입회신청서를 출력하셔서 정보기입 후 아래 팩스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팩스 : 02)452-3667(代), 02)2264-0764
팩스가 여의치 않으실 경우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kpira@hanmail.net, agyunin@hanmail.net
감사합니다.
E. 회비 및 회원안내

회비 및 회원 안내
내

회원구분

용

연회비(원)

비

고

10,000,000

일반 펫샵 및

① 집행부

법인등기 이사

및 준하는 회원사

이사
② 이사

협회의 중요한

결정에 최우선 참여, 정부주관

2,000,000

기업회원 가능
일반 펫샵 및

③ 골드회원

행사 참가
총회참가, 협회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1(가칭)에

500,000

기업회원 가능
일반 펫샵 및

④ 일반회원

입회 및 활동권한 부여
총회참가, 협회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2(가칭)에

20,000

기업회원 가능
일반 펫샵

입회 및 활동권한 부여
⑤ 후원사
회원
⑥ 홍보업체

정기(임시) 총회시 해당 후원사

5,000,000

사료·용품 제조업체
등

2,000,000

협회 회원들에게

제품 진열 및 홍보 기회 부여 협회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홍보
정기(임시) 총회시 홍보를 원하는 제품의 진열
및 홍보 기회 부여

⑦ 특별회원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협회의 회원들을 위해

홍보하고자 하는 모든
없음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

입회비 입금계좌 : 중소기업은행 401-077421-01-016〈예금주 : ㈔한국펫산업소매협회〉

●

문의: 010-4445-0049(신용성 총무이사)

상품
교수, 법조, 정치,
언론

홈페이지 가입:www.kpira.or.kr
회원가입(연회비) : 1. 이사 (연 200만원)□ 2. 골드회원 (연 50만원)□ 3. 일반회원 (연 2만원)□
4. 기타 (협회 문의)
----> ※ 1∼3 중 하나를 선택해 □안에 체크(⋁) 해주세요!!
● FAX
: 02)452-3667(代), TEL : 02)452-3666(代) /
●
●

●

기타 문의 : 010-8711-0006(김성일 상근이사), 010-6315-9112(김성길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