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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아시아 최초의 커피박람회로 시작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한 서울카페쇼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

습니다.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한 서울카페쇼가 올해 전한 메시지는 "커피로 하나되는 서울카페쇼, 지금처

럼,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카페시장에서의 새로운 커피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글로벌 커피 

행사가 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참가사, 바이어, 참관객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올해 서울카페쇼는 2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2021년 한정 특별  

콘텐츠와 함께 카페쇼 20년을 돌아본 "서울카페쇼 20주년 기념관", 인기 유튜버와 함께 전시 현장을 돌아본 

"랜선투어", 2022년 카페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갈 혁신적인 신제품을 소개하는 온·오프 쇼케이스 

"트렌드 언팩쇼 2022", 글로벌 바이어 화상 상담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

프라인을 넘어선 확장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서울카페쇼와 동시 개최된 아시아 최초의 커피 지식 컨퍼런스 "제10회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커피와 도

시, 문화를 주제로 하는 "제6회 서울 커피 페스티벌", 글로벌 바리스타들의 온·오프라인 서바이벌 매치 

"월드 커피 배틀"과 국내 최고의 바리스타를 가르는 "코리아 커피 리그"를 통해 산업과 지식, 문화가 융복합

된 창의적인 MICE 모델로서 서울카페쇼만의 특별한 가치와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THE 20TH SEOUL INT’L 
CAFE SHOW 2021 



04

행사 개요

행  사  명 국문 : 제20회 서울카페쇼 2021

 영문 : The 20th Seoul Int’l Cafe Show 2021 

 약칭 : Cafe Show Seoul 2021  

기        간  2021년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시        간  11월 10일(수) ~ 12일(금) 10:00 ~ 18:00 (입장마감 17:30)

 11월 13일(토) 10:00 ~ 16:00 (입장마감 15:30)

장        소 서울 코엑스 전관 (A~D홀)  

주        관 

주        최

규        모  참가업체 - 30개국, 625개 사, 3,121개 브랜드, 2,003개 부스

 참관객 - 32개국 108,664명 

주        제   커피로 하나되는 서울카페쇼, 어느새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

전시품목 커피, 차, 베이커리, 원부재료, 디저트, 젤라또, 음료/주류,  

 장비/설비, 인테리어, 프랜차이즈&창업, 주방가전, 외식산업

수상 내역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탑 전시 선정

 • 서울시 글로벌 융복합 대표 MICE 선정 

 •  아시아전시컨벤션연맹(AFECA, Asian Federation of Exhibition & Convention 

Association) 무역전시 부문 최우수상 수상

 • 대한민국전시산업대상 우수브랜드전시 부문 대상 수상

공식후원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주한 니카라과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사관, 주한 브라질 대사관,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주한 체코 대사관,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프로에콰도르, 프로콜롬비아,  

 페루수출관광진흥청, 주한 페루 대사관     

협  찬  사

주빈국 호주

미  디  어        국내 

파  트  너        해외

국제인증

공식채널 www.cafeshow.com

@cafeshowseoul

@seoulcafeshow 

blog.naver.com/cafeshow

카톡 검색창에서 ‘서울카페쇼’ 검색하고 친구추가!

@theseoulcafe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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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수치

30 625 3,121 2,003

32 10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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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수치

*Covid-19으로 인한 입국 제한 조치로 해외 참관객의 국내 유입 감소

(99.4%)

(0.6%)

2020 해외

2019 해외

국내

국내

국내/ 해외 B2C / B2B 참관객 

일별 참관객 수

34.9%
11.13 (토)

25.2%
11.12 (금)

21.3%
11.11 (목)

18.4%
11.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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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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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수치

47.1%

29.1%

수출 23.8%

바이어 유형

바이어 수출입 현황

업계 종사자 및 바이어

66.8%
예비창업자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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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11/10(수) 11/11(목) 11/12(금) 11/13(토) 장소

비즈니스데이 퍼블릭데이 A~D홀

서울카페쇼 20주년 기념관 1층 A홀 #A473

온·오프 하이브리드 쇼케이스 「트렌드 언팩쇼 2022」 3층 D홀 스테이지

2022년을 빛낼 신제품/인기제품 쇼케이스 「체리스초이스」 1층 A홀 로비

비즈니스 라운지 및 화상 상담회 「카페쇼 모카포트 라운지」 컨퍼런스룸 300호

유튜버와 함께하는 「서울카페쇼 랜선투어」 서울카페쇼 유튜브 채널 및 전시 현장

로스터리 카페 공동관 「커피 앨리」 3층 D홀 로비

온라인 전시관 서울카페쇼 홈페이지

글로벌 세션

커피 스킬 프로그램

3층, 4층
컨퍼런스룸

커피 테크니션 프로그램

오리진
어드벤처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서울 커피 스팟 서울 주요 카페

커피 토크 3층 D홀 스테이지

커피 라이브러리 3층 D홀 #D473

커피 아트 갤러리 3층 D홀 #D469

에코 프로젝트 ; 땡큐, 커피 A~D홀

 월드 라떼아트 배틀
월드 칵테일 배틀

3층 D홀 스테이지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한국 TEAM 바리스타 챔피언십

마스터 오브 커핑 
마스터 오브 브루잉

3층 C홀 스테이지

서울카페쇼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서울 커피 페스티벌

월드 커피 배틀

CONFERENCE
산업을 이끄는 커피리더와 함께하는 

지식과 정보교류의 장

EXHIBITION
식음료 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FESTIVAL
커피향 가득한 서울,

오감만족 도시문화축제

EVENT
최고의 바리스타를
향한 꿈의 경연무대

전체 일정

토라니 퓨어메이드 
코리아 커피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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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구성 및 관람 동선
 

3F, 4F 컨퍼런스룸
Conference Room

커피(생두, 원두), 에스프레소머신, 
브루잉기구, 로스터기, 그라인더, 정수필터
Co�ee, Espresso Machine, Brewing Equipment, 
Roasting Equipment, Grinder, Filter

카페 원부재료, 토탈 장비머신, 
베이커리, 젤라또, 아이스크림, 
제빙기, 쇼케이스
Total Machine & Equipment, 
Bakery, Gelato, Ice-cream, 
Showcase, Raw Material

스페셜티커피, 로스터리 카페, 
커피머신 및 용품
Specialty co�ee, roastery cafe, 
co�ee machines, equipment

차, 음료, 주스, 초콜릿, 디저트, 테이블웨어, 
인테리어소품, 매장설비, 컨설팅 
Tea, Beverage, Juice, Chocolate, Dessert, 
Tableware, Interior, Equipment, Consulting

Hall A 관람 종료입장1F 3F홀A 홀B 홀D 홀C

Hall B 관람 종료입장1F 3F홀B 홀A 홀C 홀D

Hall C 관람 종료입장3F 1F홀C 홀D 홀B 홀A

*D홀 입장 불가 No Entry at Hal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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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s Choice   
서울카페쇼가 선정한 혁신/인기 제품

Made in Korea   
대한민국 제조기술을 바탕으로한 전시 출품

Green Booth   
서울카페쇼 에코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그린 부스

 부스번호 업체명

D377 가마지기

C945 가비트리

L322 간결 커피 로스터스

B259 강산농원 영농조합법인

B353 경도산업

B659 골든브라운

A741 ㈜골든파트너스

D520 공간알파

B109 공부차

A107 공뿌

A955 ㈜광명상사

A711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

B222 주식회사 구티

S332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B373 국진크리스탈㈜

B527 그래놀라하우스

B376 그래인스

C720 그리니티

B427 그린그림

B657 ㈜글로벌제너레이션

B113 글로벌진시

D441 글로브비젼코리아

D515 글뤼바인 / 뱅쇼

S301 기센코리아

D225 ㈜기정인터내셔날

B441 꽃샘식품

B351 주식회사 꽃을담다

B146 나따오비까

C761 ㈜나이스코리아

B430 나이스투잇츄

D379 나인하우스

B433 널담은공간

B215 ㈜네이처오다

L325 네임드 커피

C701 ㈜노블트리

B150, B601 녹차원㈜

B248 농민농산

D532 농업회사법인 고흥커피 고템 주식회사

B137 농업회사법인 푸른나무주식회사

B439 농업회사법인㈜ 아그로스

A106 농업회사법인㈜ 하늘다리

L316 뉴스커피

D214 니콜로커피

A213 다마요팩 주식회사

C110 다이나믹 통상

A221 다이슨에어블레이드

L317 다이어커피

D513 다익인터내셔널

C661 ㈜다인인코퍼레이션

B549 주식회사 다정

B453 다질리언

L320 단일서울

C725, C813 ㈜대교통상 / 컬친

A631 ㈜대두식품

A449 대상에프앤비㈜

A963 대아메탈

C912 대지푸드 주식회사

B542 대한다업

S111 대한제분㈜

A743, A833 ㈜대호식품

C909 대흥코리아㈜

D321 더 정진

B663 더브라운베이커리

B223 ㈜더블스윗

C804 ㈜더원리빙 핫탑

 부스번호 업체명

C903 더치프레소

D160 더플랜잇

B531 더홋브루어리

D519 데이지디저트

A961 델라멜라

A525 델리팜

B226 도디

C222 돌체비타

A826 ㈜돌핀

A519 ㈜동구전자

D534 동방인터내셔널

A752 주식회사 동서

C425, D219 ㈜두리양행

C737 ㈜두리트레이딩

C541, C651 두잉인터내쇼날

D251 디드릭 코리아

C927 디바인 하비스트

A209 주식회사 디알레소

B237 디앙 스트로우

A769 ㈜디앤피스피리츠

B249 디엠피북스

D261 디자인북

C947 ㈜디자인셀

B233 주식회사 디지아이

C101, D435 딜리코 커피머신

B139 떼르드글라스

C449, C533 라마르조코코리아

D233 ㈜라붐팩토리

A929 라셀르

C401 라운지랩

D143 라이프커피

B517 주식회사 랑컴퍼니

A611 래미에프앤비

D102 랩씨앤씨

L329 레이지모먼트 커피스탠드

A933 주식회사 레전드커피

C915 레종데뜨르

A947 루마코리아

C620 루와 & 스타루빈

B255 ㈜룩아워티

C919 ㈜리빈코리아

B625 ㈜리쉬티코리아

B103 리스코 아이앤씨

B246 리와인드 (아이엠그리너)

C307 ㈜리우패밀리

C937 리치거 AG

B617 주식회사 리텍

C911 링컵

D531 ㈜링크에프엔비

C207 마노코리아

A724 마망갸또

B645 ㈜마이 브레드

A437 마이유통

A105 ㈜마이크로바이옴

D368 ㈜마인드포지

C719 만델링커피코리아

B219 ㈜만월회

B101 말렌카

D125 맥파이앤타이거

C922 머그리드㈜

D425 ㈜메테오라

B250 모키

A726 모피리처드 코리아

L315 모호커피로스터스

D371 묘약

참가사 리스트 (ㄱㄴㄷ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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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번호 업체명

D528 묘차

B342 무궁화식품연구소

B148 무림페이퍼㈜

C931 문화개발 / 카페스타

A809 ㈜미건시스템

B366 미국가금류수출협회

B364 미국계란협회

A119 미국육류수출협회

B235 미국중서부동북부식품수출협회

D255 미소리빙

A832 주식회사 민영제지

C407 ㈜민트로봇

C404 밀레니엄

D523 밀크티 항공

B242 바우하우스

D468 발루토커피

B345 백향진코리아

B431 베다 라이프

A506 베덱

C226, C325 ㈜베라코리아

L326 베르크로스터스

S134 베이크플러스

B142 ㈜벤타코리아

B450 벨미오

B217 별애별참

A825 보눔앞치마

L313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B251 보성차생산자조합

B117 보성청우다원

D369 ㈜불레부

A714 뷰코

B459 ㈜브레드가든

L332 블랙로드커피

C621, C631 블레스빈

B210 블렌티

D378 비마이프렌드

C943 ㈜비케이엠지

D163 비해이븐

C104 빈플러스

A804 사라야코리아

C722 사이노피아 커피

L312 사이먼 커피

B327 사층빵집

A317, A425 ㈜삼경프라자

B633 삼주티앤비㈜

A723 ㈜상고대

B261 ㈜상도포장기계

D106 ㈜상수현

B371 ㈜새빛맥스

B343 서바나 츄러스

B346 서울칩

A501 ㈜서일

B649 ㈜선인

B331~B346 성남산업진흥원

C616 ㈜성우테크

A341 세경냉동

C917 주식회사 세계로시스템

B131 세니젠

A429 ㈜세림비앤지

D522 세모식탁

A303, A401 세미기업㈜

A651 세스코

D243 세웅지씨

A945 ㈜세원시스첸

C208 ㈜세인테크놀로지

B218 셀시어스 코리아

A537 셀플러스

D370 소닉더치

C721 ㈜소샘

B256 소아다원

B438 소연향 큐빅티

B334 소적두

D257 ㈜소펙스코리아

D411 소프트팩 주식회사

 부스번호 업체명

B361~B368 손스마켓 메이커즈

A325 솜인터내셔널㈜

D162 쇠소리

D524 숲에서온수키

S331 슈퍼말차

A701, A801 스메그코리아

D373 스위치컴퍼니

A217, A333 ㈜스위트컵

D508 스칸딕프라자

A967 스키피오

D510 스탠딩커피

B440 ㈜스텍업

B426 스텔라메디

B525 ㈜스튜디오인

D313 스튜디오키위

C641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A349 주식회사 스파코리아

C814 스프링온워드

D262 슬로패밀리

A751 슬링샷

C102 승화피앤피㈜

B238 주식회사 싱싱캔

B552 써모스코리아주식회사

B541 ㈜씨앤지

D376 씨즈 캔디

D362 아니메이드

L304 아러바우트

A740 아로마라인 주식회사

C935 ㈜아로마빌커피

B132 ㈜아로마에프아이

A413 아르네코리아㈜

A965 아르띠젠

B140 아미트레이딩

C219 아소부 코리아

L318 아스트로노머스커피

A904 아우어푸드

A448 ㈜아이버블티

A438 아임요

D149 아크원

A101 아토즈 글로벌

D132 알비에이치커피

A513 ㈜애니원에프앤씨

B434 앤드뉴 갤러리

A721 주식회사 야긴에프앤비

L311 어나더미네스

C933 어바닉 그라인더

C801 ㈜억셉트커피

B333 에레즈코퍼레이션

B519 에스앤피인터내셔널

D372 에스티알

C437, C525 ㈜에이덴

C611 에이치앤엔코퍼레이션

L323 에이치앰퍼샌드

L330 에이치커피로스터스

A901 ㈜에취알에스

C904 에티코

A111 에프앤지코리아

A201 엔디쇼케이스

A959 주식회사 엔디케이

C773 엔비피코리아

A761 ㈜엔유씨전자

C825 엘로치오

C946 엘림팩

D201, D301 엠아이씨홀딩스

L307 연경재

B129 연우제다

L310 오멜라스 커피

B245 오민초

D331, D341 오진양행

B130 오키나와현서울사무소

A641 ㈜오트리푸드

B124 올라브 코리아

B115 올차

B241 옻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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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번호 업체명

B341 와인드와이어

B559 와인앤푸드

B524 주식회사 와일드콤

B105 주식회사 우노스

A817, A917 우녹스 코리아 주식회사

B436 우리 오늘 달달해

B213 우리꽃연구소

B262 ㈜우신에프에이엔티

A926 우정베이크웨어㈜

C108 ㈜원더치

D367 원월드비어 코리아

C777 월간커피

A949 주식회사 웰인더스트리 (웰아이스)

A942 ㈜웰파인 더진한
D519~D524, 

D528
위쿡

B239 유니스토어

A841 유니켐

A301 ㈜유니크대성

C549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B244 ㈜유앤아이엔젤스

D536 유통기한언제지 & 소자매

D364 ㈜유피에이

D212 유픽

L303 윤시커피로스터스

B122 은창플러스

B358 ㈜이더멜라민

B375 이도발효한차

C319 이디엠에스

C204 ㈜이멕스테크

L327 이미 커피

B437 이소닉스

C749 ㈜이알코퍼레이션

C509 ㈜이앤알 상사

D401 이지스터 커피로스터

B108 이풀약초협동조합

D535 인더로우

D319 인더매스

A913 ㈜인디통상

L314 인사이트커피

D209 인텔리젠시아 커피

B120 일롱

C337 임파트 (베제라코리아)

C925 자연트레이딩

C461, C473 쟈뎅 레브, 쟈뎅 아워티

B619 전주커피공장

C213 전한에프앤씨주식회사

A836 ㈜정심식품

D409, D417 제너럴커피코디네이터

C501 제네카페

D366 ㈜제로쓰로

A309 ㈜제원 인터내쇼날

B609 ㈜제이브라운

A813 ㈜제이씨에스컴퍼니

B432 ㈜제이팩토리

B264 제주 애월아빠들

D107 주한호주대사관

B425~B440, 
B525~B52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C939 지그

C941 지앤지트라이㈜

A732 지에라 공식 수입원 ㈜코이상사

S311 지에스씨인터내셔날㈜

B229 ㈜지에프푸드

C930 지프레소

B125 진천쌀빵 미잠미과

B209 차합시다

C221 창현인터내셔널

S131 철은인터내셔날㈜

D365 ㈜카라한

C907 ㈜카르포스

 부스번호 업체명

A909 ㈜카이저제빙기

A621 주식회사 카파아이엔티

D311 주식회사 카페노갈레스

B456 카페플레이

A205 칼라컵

B435 캔웍스 캔실링 캐닝솔루션 캔시머 & 공캔납품

B361 캘리포니아 호두협회

B368 캘리포니아유제품협회

D507 커넥츠커피

D501 커피 리브레

D119 커피그래피티

L321 커피동경

D250 커피라디오

B344 커피렉코리아

D137 커피루소

L305 커피몽타주

D504 커피미업

D260 커피수작컴퍼니

D249 ㈜커피스누퍼즈 & 에이쓰리시스템즈

D443 주식회사 커피앤두

D217 커피앤아트

D433 커피챕스

D446 커피토리

D113 ㈜커피플랜트

D445 커피홀리데이

D110 커피휘엘

L319 컬러드 빈

B257 컷코

B118 케이메뉴

C703 케이필트로㈜

B321 ㈜케익드라마

C308, C313 ㈜코디아

B357 ㈜코레쉬텍

D314 코만단테, 칼라스커피

C928 코스트커피

D415 코에코에 커피 로스터스

S112 주식회사 콜

C106 쿠바커피

D525 큐앤리브즈

B205 클레이튼

B428 클로즈드 카페

C938 키라라

B216 키친앤데코

B114 ㈜킹센스

S101 타바론코리아

B107 주식회사 타키

C201 ㈜태성씨에프

B526 터틀크루

D259 테이크아웃몰 / ㈜케이크루바이오

A503, A601 ㈜토탈에프앤비

L331 트레져스

C929 트루메이커

B243 ㈜트리언인터내셔널

D356 트리투바

B429 티바인

B207 ㈜티엠지홀딩스

B533 티젠

B425 티즌

B128 티카페_쟈드리

B641 ㈜티코리아 (아크바)

B201 주식회사 파미유

D506 파스텔커피웍스

D521 파티세리 저스트

D467 판도라커피로스터즈

D522 팜스테드

D355 팝 로스터스

D130 패러데이커피

B557 페이히어

D410 포빈즈 로스터리

Cherry’s Choice   
서울카페쇼가 선정한 혁신/인기 제품

Made in Korea   
대한민국 제조기술을 바탕으로한 전시 출품

Green Booth   
서울카페쇼 에코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그린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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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번호 업체명

L309 폰트커피

D516 폴란드그릇 보울

A966 푸드릿지

D351 주식회사 푸드머신코리아

A729 프레시에또FS㈜

C517 프로스터

B225 피지에스코리아㈜

B457 하나퀴진㈜

C332 하리오코리아주식회사

A916 ㈜하슬라 에프엔비

L324 하우스서울

B532 하임트리

A531 한국 하겐다즈㈜

C413 한국맥널티㈜

B135 한국제다

S121 한국쥬맥스

C807 한국코로나㈜

B643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B301 한-아세안센터

B211 ㈜한창제지

C913 ㈜한터테크놀러지

B126 합천생약가공영농조합법인

B220 향차전문기업 로전

C819 ㈜허니비아이

D361 허스키

C921 헬레닉 와인

A849 호시자키한국㈜

L308 호커스포커스로스터스

D241 홀츠클로츠

B336 ㈜황초원

D380 후니팟

C225 후성HDS 주식회사

D529 휴

A343, A461 ㈜흥국에프엔비

L328 히떼로스터리

L306 히트커피로스터스

A941 힐카트 테일즈

B331 55도커피로스터스

B301 A CHO TAE LOCAL JAM TEAM

B501 ADABI CONSUMER INDUSTRIES SDN BHD

C707 ASTER COFFEE

B409 ATK ALL LIKE CO., LTD

B301 AUNG NAY LIN HTUN CO., LTD

L302 BALROG COFFEE INC

C707 BLACK LION COFFEE

C301 BSCA

C465 CAFE DE COLOMBIA

C716 CAFE DE COSTA RICA

C809 CAFE DE HONDURAS

B501 CAROMA CAFE FOOD (M) SDN BHD

B409 CCQ THAILAND

B311 CONFIREL CO., LTD.

B311 COOPERATIVE OF AGRICULTURE AND AGRO - TOURISM (CAAT)

B311 CSL ENTERPRISE

B311 DAO-HEUANG GROUP

B509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B311 DEPARTMENT OF TRADE PROMOTION

B401 DIRECTORATE GENERAL OF NATIONAL EXPORT DEVELOPMENT 
(DGNED) – MINISTRY OF TRADE

B409 DNA GLOBALFOOD COMPANY

C803 DR. OTTO SUWELACK NACHF. GMBH

C710 EL SALVADOR COFFEE COUNCIL

C901 EMBASSY OF COTE D'IVOIRE

D152 ETHIOPIAN COFFEE EXPORTERS ASSOCIATION

C707 ETHIOPIAN COFFEE ROASTERS

C707 FRESH AGRO INDUSTRY PLC

B378 FUSO INTERNATIONAL

C302 GEMS OF ARAKU

C615 GUATEMALAN COFFEES

B509 HERBANEXT LABORATORIES INC.

B509 HI-LAS MARKETING CORPORATION

B301 HMAT TAI (MEE PHO SAUNG)

C601 INDONESIAN TRADE PROMOTION CENTER

B401 INTERNATIONAL RELATIONS & COOPERATION (IRC) DARE

S332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부스번호 업체명

C707 JALANNERA COFFEE EXPORT AND COFFEE FARM PLC

B409 KAKEJO PTE LTD

C707 KERCHANSHE TRADING PLC

B501 LINACO RESOURCES SDN BHD

B311 LYLY FOOD INDUSTRY CO., LTD

B501 MAESTRO SWISS FOOD SDN BHD

B311 MAI SAVANH LAO CO., LTD.

B509 MALAGOS AGRI-VENTURES CORPORATION

B409 MALEE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B501 MATRADE

C707 MELANGE COFFEE ROASTERS

B311 MINISTRY OF COMMERCE OF CAMBODIA

B311 MISOTA FOOD IMPORT EXPORT CO., LTD

B509 MOREXPORT - FOOD PHILIPPINES INC.

B301 MYANMAR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B409 NITHI FOODS COMPANY LIMITED

C713 PERU / PROMPERU

C709 PODLUCKS INTERNATIONAL

B409 PRIME PRODUCTS INDUSTRY CO.,LTD.

D101 PRIMROSE SERVICE PROVIDER PLC

C467 PROCOLOMBIA

B401 PT KAPAL API GLOBAL

B401 PT KOBE BOGA UTAMA

B401 PT SABANA BAROKAH

B401 PT. BILLITON REMPAH INDONESIA

B401 PT. KARAWANG FOODS LESTARI

B401 PT. SILA AGRI INOVASI

C707 RAHA COFFEE

C715 REICAT GMBH

B501 ROMPIN INTEGRATED PINEAPPLE INDUSTRIES SDN BHD

C707 SA.FU TRADING P.L.C : BITA COFFEE

B324 SANTINI FOODS INC.

D131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B311 SELA PEPPER CO.,LTD

B301 SHWIN CHANG LONE MANUFACTURING CO., LTD

B409 SIAM AGRO-FOOD INDUSTRY PUBLIC COMPANY LIMITED

B509 SOYUZ FOODS INTERNATIONAL INC.

L301 STEREOSCOPE COFFEE COMPANY

B301 SU SAN ZAW WIN

B501 SYNERGIC CIRCLE SDN BHD

B509 SYNNOVATE PHARMA CORPORATION

B401 TASCONI'S INTERNATIONAL SDN BHD

B301 TAW WIN KANBAWZA MOUNTAIN CO., LTD

C707 TOMOCA COFFEE

B301 TRADE OFFICE-VIETNAM EMBASSY IN KOREA

B301 VINAKA CO., LTD

B401 VOLCO VENTURE CO

C707 ZABLON TRADING PLC : ZABLON COFFE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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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m마스크 착용 필수 취식 보행 금지

2

3

Systematic Prevention Measures

Safety Measures for Visitors

Safe Exhibition Operation

안전 관람 에티켓 Visitor Etiquette

2m social distancingMasks mandatory No eating while walking

전시장 내, 외부 
특별 방역 소독

Exhibition halls and outer 
areas disinfected

 워킹스루(Walking Through)
무인 키오스크 등록 시스템 운영

Automatic walk-through 
registration system 

operated

전자 출입 명부 통한 
동선 파악

Density of visitors
monitored through 
electronic visitor roll

입장 전 발열 체크 및
에어샤워 전신 소독

Temperature checked and 
disinfected through air 

shower before entry

의료진 및 구급차
 현장 상주 및 지원

Medical sta� and
ambulance available at the 

show site at all times

공조기 최대 가동
실내 공기 환기

Maximum air
conditioning operation for 

air ventilation

주요 구역 소독기,
 열화상 카메라 설치

Thermal cameras
and sterilizers installed at 

main areas

전시장 입출구 별도운영 및
동선 관리

ENTRANCE

EXIT

Separate operation of 
exhibition entrance and 

exit, and tra�c monitored 

일정 간격 유지 관람
세이프 라인 설치

Safety line installed for 
maintenance of
social distancing

입장객 수 통제 및
다중 밀집 제한

Number of visitors limited 
and multiple clusters 

controlled

마스크 착용 필수 

Masks worn at all times

안전시음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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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밀집 제한

Number of visitors limited 
and multiple clusters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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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내 안전시음존 13개 운영
Safety sponsor: c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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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별 관람 장소 

코엑스 전관에 펼쳐진 행사장에서 나에게 필요한 알짜정보만 찾아 

서울카페쇼를 두 배, 세 배 만끽할 수 있는 타입별 추천 관람 장소! 

서울카페쇼 20주년 기념관과 재미를 더하는 부대행사를 선보였습니다.

서울카페쇼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그램

서울카페쇼를 매년 방문하는 카페쇼 러버(Cafe Show Lover) & 커피 러버(Coffee Lover)의 필수 방문 코스였던 

'서울카페쇼 20주년 기념관'. 서울카페쇼의 스무해의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기념관에서는 서울카페쇼 한정팟 

굿즈를 선보였고, 매거진 <F>와 서울카페쇼가 함께 만든 콘텐츠가 담긴 매거진 <F> '커피'이슈를 비치했습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서울카페쇼 즐기기

제20회 서울카페쇼는 온 · 오프라인이 결합한 하이브리드쇼(Hybrid Show)로 전시 현장을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확장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30개국 625개 업체 3,121개 브랜드를 1년 내내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 

유투브 인플루언서가 꿀팁과 함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 '서울카페쇼 랜선투어', 20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된      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쇼케이스 ‘트렌드 언팩쇼 2022’까지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서울카페쇼를 더욱 다채롭

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그린빈과 원두, 로스터기, 제연기,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머신, 각종 추출기구와 정수 필터 등 올해의 커피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3층 C홀은 업계 종사자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당연히 둘러봐야 할 장소입니

다.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를 맛보고 싶다면 힙한 로스터리 카페들이 한데 모인 3층 D홀 로비의 '커피앨리'와 

다양한 시연 및 시음 프로그램이 준비된 2021 서울카페쇼 ‘주빈국 호주’ 부스 등은 업계 종사자 및 예비 창

업자의 필수 방문 코스였습니다.

시그니쳐 음료와 디저트 개발을 담당자

각종 원부재료와 포장재,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초콜릿과 디저트를 만나볼 수 있었던 1층 A, B홀은 시그니쳐 

음료와 디저트 개발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히트 예감 아이템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울카페쇼 인기제품/신제품 쇼케이스 '체리스초이스'에서 2022년 커피업계를 이끌어 갈 HOT & NEW 

제품들을 보고 다가올 카페 트렌드를 미리 선보였습니다.

다채로운 커피의 매력을 깊이 체험하고 싶은 커피 러버(Coffee Lover)

서울 커피 페스티벌을 통해 떠나본 세계 커피 여행(World Coffee Trip)! 커피를 사랑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세계 

곳곳의 특별한 커피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맛보고(Taste), 경험하고(Experience), 간직

(Remember)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커피에 대해 알고 싶은 학구열이 넘치는 분

커피에 대한 학구열이 넘쳐 쉽게 얻기 힘든 업그레이드 된 커피 지식을 얻고 싶었던 분들의 위한 필수 코스.   

세계적으로 저명한 커피산업 리더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세션과 전문가의 시연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

로페셔널 세션, 산지의 원두에 대해 알아가는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과 커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커피 스킬 

& 테크니션 프로그램까지! 3층 컨퍼런스룸에서 'Refocus, Revive, Reboot – 위기를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

대 커피 시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의 다양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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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카페쇼 20주년 기념관

서울카페쇼의 2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특별한 공간, 20주년 기념관. 서울카페쇼의 한정판 굿즈를 

선보이고, 서울카페쇼를 사랑하는 100명의 참관객이 직접 보내준 컵으로 쌓은 컵 탑, 서울 카페쇼와 매거진 

<F>가 함께 발행한 '커피' 이슈 등이 전시되었습니다.‘나에게 카페쇼란' 엽서 작성 이벤트, 서울카페쇼 문학

자판기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일시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장소          코엑스 1층 A홀 서울카페쇼 20주년 기념관(부스번호 A473)

서울카페쇼 20주년 히스토리 / 스물카페인 人 인터뷰

2002년 첫 개최 이래 서울카페쇼가 걸어온 지난 20년 역사를 시각적으로 펼친 기념관. 지금까지 열렸던 경연대회, 글로벌 카페쇼 영상, 서울카

페쇼의 역대 하이라이트 영상, 20년간 서울카페쇼와 함께 해온 파트너 스무 명이 말하는 서울카페쇼의 의미를 담은 '스물카페인 人' 인터뷰 영상 

등 다양한 기록물을 전시했습니다. 

매거진 <F> 커피 이슈 발행

매거진 <B>와 배달의 민족이 함께 발행하는 푸드 다큐멘터리 매거진, 매거진 <F>. 특별히 매거진 <F>의 '커피' 이슈는 서울카페쇼와 함께 발행되

었습니다. 커피 그 자체를 심도깊게 조망하는 이번 이슈는 커피인이라면 꼭 소장해야 하는 매거진으로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A cup of the World 컵 탑

20년간 서울카페쇼와 함께한, 서울카페쇼를 사랑하는 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컵들을 전시한 컵 탑, A cup of the world. 전 세계의 커피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든 컵, 서울카페쇼의 슬로건을 시각적으로 전시했습니다. 

'나에게 카페쇼란' 엽서 작성

20주년 서울카페쇼를 찾아주신 분들께 서울카페쇼의 의미를 적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작성된 엽서는 큰 하트 조형물을 둘러 전시

되어, 서울카페쇼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함께 성장해가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서울카페쇼 문학자판기

20년간 서울카페쇼가 해마다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문학자판기에 담았습니다. 메시지 카드를 뽑아 참관객분들이 소장할 수 있게 설치했던 

서울카페쇼 문학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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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기념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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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빈국 프로그램 - 호주 

제 20회 서울카페쇼는 주빈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고유한 커피 

문화를 가진 호주를 주빈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주빈국관, 주한호주대사관 부스에서는 호주만의 특별한 

커피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호주를 베이스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바리스타들과 함께 하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15 월드라떼아트 챔피언, 케일럽 차(Caleb Cha) 가 라떼아트를 

시연 및 티칭해주는 세션, 호주 브루어스컵 다수 수상자 홍찬호가 시드니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는 세션 

등을 선보였습니다.

일 시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장 소 코엑스 3층 D홀 주빈국관 - 주한호주대사관 부스 (D107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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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서울카페쇼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한 하이브리드쇼(Hybrid Show)로 오프라인 전시장 공간

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장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울카페쇼 현장에서 펼쳐졌던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카페쇼 프로그램 

하이브리드 카페쇼 온라인 프로그램 편성표  

시간 Time 11.10 수 Wed 11.11목 Thu 11.12 금 Fri 11.13 토 Sat

12:00

13:00

14:00
김영진 바리스타

나만의 홈카페 만들기

바리스타 박승규 

예산에 따른 에스프레소 머신 라인업

베이커리페이퍼 

셰프님이 들려주는 맛있는 빵 
탄생 스토리

15:00

커픽처스

2022 카페 신메뉴 만들기 A to Z

16:00

17:00

18:00

19:00
커핑포스트

이치훈 바리스타의 
스페셜한 스페셜티 커피 투어

홍차언니

 홍차언니가 알려주는 Tea 세상

15: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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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시관 

서울카페쇼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제20회 서울카페쇼에 참가하는 모든 브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심있는 브

랜드 정보를 확인하고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카페쇼 모카포트(Cafe Show Mocha Port)”를 통해 온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장소 

서울카페쇼 공식 홈페이지 

서울카페쇼 랜선투어 

카페 분야의 인기 유튜버 6인이 서울카페쇼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랜선투어 프로그램. 유튜버들이 직접 큐레이션 해서 전달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상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장소     서울카페쇼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전시 현장    

                      

참여 유튜버 : 바리스타 박승규, 커픽처스, 커핑포스트, 커피몬스터 김영진 바리스타, 

                 베이커리페이퍼, 홍차언니-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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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브랜드명 제품명

슈퍼말차 슈퍼말차 슈퍼보리

(주)민트로봇 스퀘어민트 카페스퀘어

셀플러스 민트라벨 민트라벨 ‘재배하다’

제로쓰로 리얼나인 리얼나인

오트리푸드 앤드로스 프룻 코디얼

오진양행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이글원 프리마

트렌드 언팩쇼 2022  

서울카페쇼의 20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된 “트렌드 언팩쇼 2022”. 온·오프 하이브리드 쇼케이스를 통해 

2022년 카페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갈 혁신적인 신제품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5:00~17:00   

장소      코엑스 3층 D홀 스테이지, 온라인 동시 송출 

                      

트렌드 언팩쇼 2022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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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한 로스터리 카페가 한자리에 모였다, 트렌디한 커피를 맛 볼 수 있는 로스터리 공동관 “커피앨리”!

커피앨리는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국내 로스터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서울카페쇼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

다. 커피앨리에서 국내외 힙한 로스터리 카페들이 선보이는 개성 넘치는 로스팅 원두를 마음껏 음미해보세요.

커피앨리

2021년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3층 D홀 로비 커피앨리 로스터리 공동관 (부스번호 L301 ~ L332)

일 시 

장 소 

커피몽타주

폰트커피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다이어커피

커피동경

네임드 커피

레이지모먼트 커피스탠드

윤시커피로스터스

연경재

어나더미네스

모호커피로스터스

컬러드 빈

에이치앰퍼샌드

이미 커피

트레져스

히트커피로스터스

오멜라스 커피

인사이트커피

아스트로노머스커피

간결 커피 로스터스

베르크로스터스

에이치커피로스터스

아러바우트

호커스포커스로스터스

사이먼 커피

뉴스커피

단일서울

하우스서울

히떼로스터리

블랙로드커피

2021 커피앨리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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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커피앨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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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랑하는 커피를 오래오래 마실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서울카페쇼의 친환경 캠페인 땡큐, 커피(Thank you, 

Coffee)! 서울카페쇼는 친환경 전시회 운영을 통해 전시산업의 리더로서 새로운 ESG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매년 “땡큐, 커피”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에코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손길이 행복한 커피로 이어집니다. 친환경 캠페인 땡큐, 커피에 

동참해주세요!

친환경 캠페인 “땡큐, 커피” 

2021년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네오포레 

일 시 

그린 파트너

지속 가능한 커피를 위하여! 친환경 캠페인 동참기업 

그린부스"(Green Booth)"  

서울카페쇼의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는 ‘그린부스(Green Booth)’에서는  

공식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친환경 시음컵으로 음료를 제공합니다.

10주가 지나면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는 시음컵은 수거 후 

퇴비화를 거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좋은 커피와 음료가 친환경 시음컵을 만나 여러분에게 

보다 가치 있는 한 잔을 선사합니다.

Green Booth
서울카페쇼 에코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그린 부스

2021 그린부스(Green Booth) 참가사

  그린그림   이도발효한차

  널담은공간   자연트레이딩 

  농업회사법인(주) 아그로스   제너럴커피코디네이터 

  뉴스커피   (주)네이처오다

  다질리언   (주)더블스윗 

  대한다업   (주)두리양행

  더플랜잇   (주)링크에프앤비

  더훗브루어리   (주)상수현

  도디   (주)서일

  돌체비타   (주)소샘

  디앙 스트로우   (주)스위트컵

  랩씨앤씨   주식회사 디알레소

  맥파이앤타이거   (주)에취알에스

  모피리처드 코리아   (주)엔유씨전자

  모호커피로스터스   (주)이멕스테크

  묘약   (주)인디통상

  묘차   (주)코레쉬텍

  밀크티 항공   (주)황초원

  벨미오   (주)흥국에프엔비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지프레소

  비마이프렌드   커피미업 

  셀플러스    쿠바커피 

  소닉더치   큐앤리브즈 

  소아다원   판도라커피로스터즈

  스텔라메디   프레시에또FS(주)

  아스트로노머스커피   프레시에또FS(주)

  에레즈코퍼레이션   한-아세안센터

  오진양행   허스키

  올라브코리아   힐카트 테일즈

  원월드비어 코리아   CAFE DE HONDURAS

  윤시커피로스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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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목걸이의 대변신! 서울카페쇼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올해 서울카페쇼에서는 현장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닐 소재 커버와 함께 제공되었던 

출입증을 종이 소재의 출입증으로 대체해 사용 후에는 사진 액자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출입증 목걸이는 마스크 스트랩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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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쇼 엑셀렌스 어워드



31

CHERRY'S CHOICE HOT 
* 부스 번호 순으로 정렬

A303, A401

나의 하루를 채우는 카페 '오늘채움'스틱 7종 세미기
업에서 출시한 홈카페용 스틱으로 기분에 따라 선
택 가능한 7가지 맛이 출시되었습니다. 코디얼(과일
티) : 자몽자스민, 복숭아우롱, 유자엘더플라워 3종
과 레트로파우더 : 흑임자, 오트밀, 바닐라라떼, 헤
이즐넛라떼 4종이 출시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물
에 타서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제품입니다. 식물성 단
백질, 멀티 비타민 등을 함유하여 더욱 특별하게 즐
기실 수 있습니다.

세미기업(주)  SAMI CORPORATION LTD. 
+82-2-588-4755

A438

스무디 베이스 시리즈 7종(딸기, 블루베리, 망고, 자
몽, 복숭아, 키위, 자두) 과일 본연의 맛을 진하게 살
린 스무디 전용 액상 타입 베이스로 진짜 과일을 먹
는듯한 생생한 맛은 물론 톡톡한 컬러감까지 즐거움
을 더합니다. 7가지 플레이버로 뛰어난 품질의 제품
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하고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임요  IMYO

+82-70-4712-0346

오늘채움 흥국 Hmade 커피빈스 아임요 스무디 베이스 시리즈

커피 열매인 ‘체리’에서 이름을 따온 체리스 초이스(Cherry’s Choice)는 최고의 커피 맛을 위해 서울카페쇼 

참가사의 전시품목 중 엄선된 제품 및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는 쇼케이스 특별관입니다.

2021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산업 내 스테디셀러, 히트 제품과 서비스(HOT), 그리고 다가올 2022년을 빛낼  

혁신적인 신제품(NEW)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진정한 커피러버라면 지금 최신 트렌트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체리스초이스

A343, A461

카페 토탈 솔루션 기업 흥국에프엔비에서 커피프
랜차이즈기업의 오랜 ODM/OEM 경험으로 다양
한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여 세분화한 흥국H메이드 
원두 4종을 소개합니다. 흥국 Hmade 커피 빈스는 
1kg/19,000원 이며 상온보관이 필요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쥬시 하우스 블렌드 : 꽃향, 산미
의 조화를 이루는 대표 블렌드, 미디엄 클래식 블렌
드 : 균형잡힌 깔끔한 여운이 남는 블렌드, 딥 애프
터 블렌드 : 다크초콜릿,건조오렌지의 긴 여운의 블
렌드, 올데이 디카페인 : 자몽의 단맛과 쓴맛의 고소
한 여운의 디카페인

(주)흥국에프엔비  HYUNGKUK F&B

+82-70-8661-7545

A525

최상급 프리미엄 밀가루, 순수 발효버터, 천연효모 
등의 엄선된 원료로 정직하게 만든 프리미엄 식빵입
니다.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고 자연에서 온 원료 그
대로 만들어 더욱 신선하며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합성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속이 편안한 델리팜 식빵을 부담 없이 즐겨보
세요!

델리팜  DELIFARM

+82-2-2155-9878

델리팜 더 부드러운 식빵

A531

하겐다즈 매장용 대용량 제품으로, 넉넉한양의 하겐
다즈 아이스크림을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사이즈
의 포맷입니다. 메인 플레이버로는 바닐라, 스트로
베리, 그린티, 초콜릿, 소르베류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취향의 플레이버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하겐
다즈 벌크 아이스크림을 활용하여 프리미엄 디저트 
크리에이션 메뉴를 개발해보세요!

한국 하겐다즈 (주)  HAAGEN-DAZS

+82-2-3218-8441

하겐다즈 벌크

A537

익스는 베버리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저트 메뉴까
지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즈 소스로, 다양하고 유니
크한 레시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가 가진 
최상의 맛을 압축하고, 대중이 좋아하는 향미의 포
인트를 담아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사탕수수 원당과 
둘세 데 레체(Dulce De Leche)의 풍미를 가득한 카
라멜 익스, 다크 스위트 체리를 듬뿍 담은 체리익스, 
패션후르츠익스, 초코익스 등 출시되어 있습니다.

셀플러스  CELLPLUS

+82-2-591-9583

스위트페이지 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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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11

프로-그레이드스테인리스 스틸과 더 넓은 입구로 
제작되어 음료를 채워넣기에 매우 간편합니다. 24
시간 동안 얼음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고, 뜨거운 음
료를 최대 6시간까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oz : 
354 ml, 16oz 473ml, 20oz 591ml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주)   
GOURMET F&B

+82-70-4640-6602

커피리드 와이드마우스

A752

북유럽에서 온 귀리로 만든 식물성 음료, OATLY는 
1990년대 스웨덴 런트대학교 두 명의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스웨덴에서 잘 알려진 귀리 음료 브
랜드입니다. OATLY는 고품질의 건강한 귀리 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동서   
DONGSUH COMPANIES INC.

+82-2-3271-9667

오틀리 바리스타

A761

쿠빙스 업소용 원액기는 장시간 사용에 적합한 모터
를 적용하여 30분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 일반 가정
용과 최대 24시간 사용 가능하여 과일은 물론 섬유
질이 강한 채소까지 더 오래 더 많이 착즙합니다. 또
한 세계 최초, 88mm 넓은 투입구 장착하여 과일과 
채소를 자르지 않고 통으로 넣어 영양소 파괴는 최소
화 하고 맛과 향은 살린 100% 천연 원액주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엔유씨전자는 월드클레스 300기업으로
도 선정이 되었으며 Red Dot Awards(독일) 수상 - 
IoT 스마트 주서(M20)외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엔유씨전자  NUC

+82-53-665-5255

쿠빙스 업소용 원액기(착즙기)

A769

볼스 핑크 자몽은 새로운 시트러스 리큐르 중 하나
로 자몽 특유의 신선함과 쓴맛은 그대로 담은 제품
입니다. 겨울이 제철인 핑크 자몽은 신선한 시트러
스계의 맛을 지니고 있어 여름에도 잘 어울려 일년
내내 즐길 수 있는 리큐르입니다.

㈜디앤피스피리츠  DNP SPIRITS INC.

+82-10-5667-2565

볼스 핑크 자몽

A832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빨대 제품으로 일반 음
식점 및 카페에서 제공되는 커피, 쥬스, 스무디, 버블티 
등 음료 섭취 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종이빨대 입니
다. 친환경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으며 현재 시중
에 유통되는 종이빨대의 단점인 내수성, 발수성 및 내구
성을 보완한 일회용 종이빨대입니다. FDA 및 EC 테스
트 통과하였으며 조달청 혁신시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으로 지정된 공인받은 제품입니다. 팩우유 부착용 4mm 
주름빨대, 4mm 망원경 빨대, 6~12mm 일자형 빨대, 
버블티용 사선빨대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
다.

주식회사 민영제지  MINYOUNG PAPER

+82-51-831-0663

친환경 종이빨대

B105

SAMSUNG KIOSK 는 2021년2월, 삼성전자에서 출
시한 무인결제 키오스크 입니다. (주)우노스는 하드
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본사 자체제작, 개발
이 가능한 국내유일 프리미엄 키오스크 브랜드로,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 7월, 삼성전자의 공
식 글로벌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 카페쇼 
전시회에서는 우노스페이의 다양한 결제솔루션 경
험과 삼성의 안전한 하드웨어를 동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노스  UNOS PAY

+82-31-427-2525

삼성전자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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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45

언제 어디서나 민트초코를 즐길 수 있는 민트초코 
코디얼/스프레드 음료에, 쿠키나 빵에 바르기만 하
면 최고의 민트초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민초  OHMINCHO

+82-10-5768-5957

민트초코 코디얼/스프레드

B459

NO MILK, NO EGG, NO BUTTER 동물성 성분없이
도 가능한 비건베이킹믹스 시리즈로 손쉽고 맛있게 
수준높은 비건베이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소포장과 제조용 2가지 용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
다.

(주)브레드가든  BREAD GARDEN CO., LTD.

+82-2-2285-5900

비건베이킹믹스 시리즈

B517

유튜브에서 5,000만 뷰를 달성한 화재의 케이크! 6
단의 폭신한 시트와 부드러운 치즈 크림에 스프링
클 식감과 폭탄처럼 쏟아지는 재미가 더해진 어디에
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니크하고 특별한 케이크입니
다.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캔디 폭탄들이 펑하고 와
르르 쏟아지면서 달콤함은 물론 즐거움을 UP시켜 
파티의 분위기를 더욱 살려줍니다. 오직 '달랩'에서
만 만날 수 있는 케이크로 홈파티, 생일파티, 이벤트
를 더욱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주식회사 랑컴퍼니  RANG COMPANY

+82-31-747-9346

다이너마이트 케이크

B519

콜드 인퓨전 상품은 차 업계에 새로운 바람으로 퍼
지고 있는 상품으로 찬물에도 잘 우러나는 특별한 
가공을 거친 티백 상품입니다. 끈없는 생분해성 티
망을 이용하여 물병에 넣어놓고 수시로 음용할 수 
있으며 카페에서는 손쉽게 아이스티 메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설탕, 인공향을 사용하지 
않고 100% 허브와 과일, 천연향만을 사용한 콜드 
인퓨전과 함께 하루를 상큼하게 만들어보세요!

에스앤피인터내셔널  S&P INTERNATIONAL

+82-2-546-2705

테틀리 콜드 인퓨전

B527
그래놀라하우스의 오리지널 수제 그래놀라는 Home 
Made_100% 인소싱제품입니다. 정통 미국 가정식이
며 곡물배합, 소스제작, 반죽, 오브닝, 건조 전 과정 직
접 조리합니다. 일반적 가정용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또
한 한입가득 식감 '정통 수제 그래놀라' 특징을 구현합니
다. 한 입 가득 크리스피 식감과 양산형이 흉내 낼 수 없
는 뭉침 성상을 오브닝 불조절만으로 구현했습니다. (인
위적 뭉침을 위한 결착제 및 인공착향제 미사용) 홀그레
인 제품입니다. 통귀리, 통견과 등의 홀그레인으로 최소
한의 가공으로 건강함을 추구합니다. 육안으로 확인 가
능한 분태되지 않은 고품질의 통견을 사용합니다.

그래놀라하우스  GRANOLA HOUSE

+82-70-4285-6518

그래놀라하우스 오리지널  
수제 그래놀라 

B533

티젠 콤부차는 동결건조기법으로 유산균이 살아있고 
간편한 스틱타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
니다. 탄산 톡톡 상큼한 청량감으로 운동할 때, 일할 
때, 공부할 때 등 맛있는 수분 보충과 기분전환이 필
요 할 때 추천합니다. 유산균 12종 + 프리바이오틱
스 함유, 당류0g, 저칼로리, 무알콜 음료, 간편한 분
말스틱형,  레몬,베리,유자 3가지 맛의 특징이 있습
니다. 다음과 같은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2021 올
해의 브랜드 대상 콤부차 부문 1위], [2021 서비스 
고객만족 대상 4년 연속 수상]

티젠  TEAZEN

+82-70-7006-1954

티젠 콤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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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2
데일리 원터치 텀블러는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텀블러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한 써모스의 시그니처 텀블러입
니다. 진공단열 이중구조로 6시간 기준, 68도 이상, 10
도 이하의 온도가 유지되어 음료를 맛있는 온도로 오랫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210g의 초경량 무게와 원터치 
오픈 구조로 휴대하여 사용하기에 좋고 취향대로 선택
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9가지의 파스텔 컬러를 적용했
습니다. 18-8 스테인리스강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강하고, 모든 부품이 분리되어 꼼꼼하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써모스코리아주식회사   
THERMOS KOREA CO., LTD.

+82-2-2138-1969

써모스 데일리 원터치 텀블러

C213
라바짜 호환 캡슐 커피로 정통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머신 호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델리카토 : 섬세하
고 달콤한 독특한 풍미, 디카페이나토 리코 : 카페인 없
이도 풍부한 커피의 맛과 향, 콜롬비아 : UTZ 인증 싱글
오리진 커피, 아르모니코 : 풀바디의 균형 잡힌 풍미, 데
치소 : 강렬한 풀바디, 리스트레또 : 정통 이탈리안 리
스트레또 애호가를 위한 풀바디 커피 , 비고로소 : 마지
막 한 모금까지 강렬한 맛

전한에프앤씨주식회사   
JUNHAN FNC CORP.

+82-2-2264-3277

라바짜 호환 캡슐 커피

C219
커피 본연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콜드브루를 홈카페로 즐
길 수 있는 커피메이커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트라이
탄 소재의 상부 커피추출부에서 커피를 우린 후 이중 
스테인레스 하부 텀블러로 커피를 간편하게 옮겨 담을 
수 있는 모래시계 쉐입의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2017, 오프라 매거진에 오프라 윈프리의 Favorite item
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8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암스
테르담 암비엔떼 박람회에서 베스트 뉴 프로덕트 상을 
수상했습니다.내츄럴한 컨셉의 우드 패턴 아소부 콜드브
루 메이커를 카페쇼 박람회를 통해 첫 선을 보입니다.

아소부 코리아  ASOBU KOREA

+82-31-814-2255

아소부 콜드브루 메이커 
프리미엄 우드패턴 

C337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SCA(Specialty Coffee 
Association) 와 오랜 기간 함께 공조하여 완성된 머
신입니다. 세계 최초로 각 그룹 별 개별 펌프와 압력
센서에 의한 가변과 유량을 3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이 기술은 세계에서 BEZZERA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입니다. 커피 추출을 위해 각 그룹 별 
개별펌프, 2개의 스팀보일러, 3개의 에스프레소보일
러, 5개의 독립보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임파트 (베제라코리아)   
IMPART (BEZZERA KOREA)

+82-31-722-6308

베제라 빅토리아

C401

아이스크림 로봇 '아리스(ARIS)'는 정교한 품질의 아
이스크림과 함께 로봇과 소통하는 듯한 이색 경험
을 전달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
서나 정밀한 로봇 모션으로 일관된 품질의 아이스크
림을 만듭니다. 간편한 조작으로 손쉬운 운영이 가
능한 똑똑이 로봇 아리스와 함께라면 언제나 차별화
된 디저트 경험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스
는 다양한 모션과 캐릭터 페이스 디스플레이 기능으
로 고객과 로봇 기술이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를 제공합니다.

라운지랩  LOUNGE LAB

+82-10-9810-4906

아리스 아이스크림 로봇

C437, C525

고객 소통을 강조한 디자인의 출시 CIME CO-03 
neo 고객과의 소통을 강조한 낮은 머신 높이와 모던
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neo’는 
가장 트렌디한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비슷한 가격 
경쟁 모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neo’의 유니크
한 매력은 기능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디
자인으로 씨메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선보입니다. 
씨메 CO-03의 우수한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장의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에이덴  EIDEN

+82-2-477-2677

씨메 CO-03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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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6

2017년도 벨기에에서 커피와 알콜 음료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기농 생강 음료. 2019년 파리 식료
품 대회에서 논알콜 부분 금상을 받았습니다. 프랑
스 고급 백화점 봉마르쉐와 사마리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칠레산 유기농 생강을 기본으로 레몬과 
다양한 허브로 맛을 낸 건강 음료입니다. 탄산수, 토
닉 워터와 간단하게 생강 에이드로 드셔도 되고 다
양한 목테일로 만들어 마셔도 됩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음료입니다.

(주)상수현  GIMBER

+82-70-5228-4750

짐버 N1

D125

맥파이앤타이거에서 준비한 중국 운남성의 대표적인 
차 4종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샘플러 형태로 준비
된 제품입니다.

맥파이앤타이거  MAGPIE&TIGER

+82-10-4736-4602

운남샘플러

D361

HuskeeCup은 커피 공정 과정 중 버려지는 커피 
생두 껍질 허스크(Husk)로 만들어진 호주의 '친환
경 컵' 입니다. 커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서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
민에서 시작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총 4개의 사이즈
(6,8,12,16oz), 2가지의 컬러(차콜,내추럴), 모든 사
이즈의 컵과 완벽하게 매치되는 유니버설 컵 받침과 
컵 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스키  HUSKEE

+82-2-477-2949

허스키 컵

D409, D417

미국 시애틀 마밤에스프레소의 커핑건은 마밤의 특
허 열전달 시스템의 이중 보일러 설계와 더불어 3개
의 PID루프로 이루어진 커피 테이블 및 티 브루 또
는 드립스테이션 구축에 탁월한 커피머신입니다. 단 
1도의 온도 저하 없이 60개의 커핑컵을 빠르게 채워
주며, 커핑 동선에 따라 3미터, 6미터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너럴커피코디네이터   
GENERAL COFFEE COORDINATOR

+82-2-706-6024

마밤에스프레소 커핑건

S121

칠레의 친환경 브랜드 아마타임제품, 생산하기까지 
농약을 치지 않고 3년을 기다려 유기농 인증과정을 
거쳤습니다. 농장에 거위와 닭을 키우며 농작물들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전 세계에 
수출 판매 중입니다.

한국쥬맥스  JUMAX KOREA

+82-70-5099-4683

아마타임

S311

(GSC 자체제작 굿즈_GSC MAP SERIES #) 세계의 
생두는 언제 수확해서 언제 오는 걸까? 이제는 궁금
해하지 마세요! GSC MAP 시리즈 그 세 번째 상품, 
월드 커피 맵(World Coffee Map) 을 소개합니다. 
A1사이즈의 포스터로 제작되었으며, 전 세계의 커피 
수확/입항시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A5
사이즈의 미니포스터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에스씨인터내셔날(주)   
GSC INTERNATIONAL CO.,LTD.

+82-70-4366-2694

[GSC] 월드 커피 맵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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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번호 순으로 정렬

A317, A425

170년의 역사. 미국 No.1 미국 최고의 초콜릿 회사 
기라델리에서 나온 고품질의 100% 코코아파우더 
입니다. 코코아버터 함량 15 ~ 17%로 부드럽고 쌉
쌉한 코코아 파우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Dutch-
Process (알카리 처리)로 매우 부드럽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227g 지퍼백으로 소분되어 있어 
사용 및 보관에 편리합니다.

(주)삼경프라자  SAMKYOUNG

+82-2-578-8385

기라델리 100% 코코아파우더  
더치 프로세스

A325

풍부한 코코넛 함량으로 각종 음료(커피, 스무디, 빙
수)에 우유대신 사용하시면 부드럽고 향긋한 비건 
음료가 완성됩니다.

솜인터내셔널(주)   
SOM INTERNATIONAL CO., LTD.

+82-70-4618-6020

코코넛밀크

A449

복음자리 카라멜땅콩 파우더는 땅콩 분태를 담아 달
콤한 카라멜 베이스에 땅콩 분태를 담아 고소함을 
극대화한 이색 파우더 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프
라푸치노, 겨울에는 따뜻한 라떼로 마셔 언제나 달
콤&고소함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프앤비(주)  DAESANG F&B.,LTD.

+82-2-3290-8732

복음자리 카라멜땅콩 파우더

CHERRY'S CHOICE NEW 

A506

듀이백 더블드리퍼는 브루잉 입문자도 누구나 쉽게 
바디감 있는 고수율의 브루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드리퍼입니다. 특허받은 입체구조는 드리퍼와 필터
의 밀착부와 커피의 추출이 일어나는 에어홀의 간격
을 조절해 높은 수준의 드립 기술을 요하지 않고도 
과다추출없는 바디감 있는 브루잉이 가능합니다. 드
리퍼를 뒤집으면 반대로 에어홀이 커져 마일드한 브
루잉이 가능합니다. 실리콘재질로 보관이 용이한 점
도 큰 장점입니다.

베덱  VEDEC

+82-51-744-0582

듀이백 더블드리퍼

A621

포모나 휘핑스프레이는 식물성 가당휘핑크림으로 
보형성이 뛰어나 크림형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음
료의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친숙한 휘핑크림의 맛, 튤립형 노즐 사용으로 풍부
하고 예쁜 크림 분사, 노즐 분리 가능하여 편리한 세
척과 위생적인 사용, 국내 최초 제조 스프레이형 휘
핑크림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카파아이엔티   
KAFFA INT CO., LTD.

+82-2-3453-1535

포모나 휘핑스프레이

A701, A801

커피를 사랑하는 이탈리아의 전통 브랜드 스메그
가 최첨단 기술력을 그대로 담은 전자동 커피머신 
BCC02를 출시합니다. SMEG 50's Style을 그대로 
반영한 전자동 커피머신은 2020 GOOD DESIGN 수
상작으로 선정되어 세련된 미적 가치와 탁월한 기술 
혁신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한 번의 터
치로 몇 초 만에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리스트레
토 커피, 카푸치노, 마끼아또 등 원하는 음료를 완벽
하게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멋스러운 인테리어 
연출까지 커피머신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스메그코리아  SMEGKOREA

+82-2-413-9568

스메그 전자동 커피머신(BCC02)

체리스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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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26
스탠드믹서의 혁명! 베이킹 후 보관, 설거지 걱정 끝! 와
디즈 펀딩 1억의 주인공이자 모피리처드의 야심작 스탠
드믹서 '믹스스타'를 소개합니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1
인 주방에서도 편히 사용 가능하며, 액세서리 보관함이 
별도로 탑재되어 보관/분실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설거지 문제도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 식기세척기
에 쏙 들어 갈 수 있도록 분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
라 오픈형 믹서로 멈춤 없이 재료를 넣을 수 있는 장점
은 물론, 자동 스크래퍼가 장착되어 수동으로 스크래핑 
작업 없이 편한 베이킹을 즐겨보세요!

모피리처드 코리아  MORPHYRICHARDS

+82-70-4373-8716

믹스스타

A817, A917

이제는 집에서도 고급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오븐으로 인정받은 프리미엄 오븐 브랜드 
UNOX LINEMICRO 003은 블랙&실버의 모던한 디
자인과 변경 가능한 다양한 칼라도어로 한층더 고급
스럽게 키친 인테리어의 완성이 되며, 어디에나 설
치가 간편한 사이즈의 오븐으로 부담없이 사용이 가
능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손쉬운 조작으로 복잡하
지 않은 온도,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잔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 1위 브랜드만이 가
능한 내구성으로 오븐만 연구하는 브랜드는 다릅니
다.

우녹스 코리아 주식회사  UNOX

+82-2-6941-0351

라인미크로 (003)

B109

차시는 차와 다도를 어려워하는 20-30대의 젊은 층
에게 차를 즐기기 좋을 때(시간)를 제시해 주어 부담
없이 차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
니다. 삶의 여러 모습에 제각기 어울리는 차, 그리고 
차를 즐기는 방법과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품
과 컨텐츠를 통해 차와 일상이 함께 하는 라이프 스
타일을 제안합니다. 손쉽고 간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가공된 캡슐 상태의 차로, 심신이 편안해지
는 다크티의 향기, 긴장된 위장이 편안해지는 부드
러운 맛, 질리지 않는 감칠맛이 특징입니다.

공부차  GONGBOOCHA

+82-61-322-6652

차를 마시는 시간

B113

뉴질랜드 리토스 커피츄는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커
피로 만들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틴케이스 형태의 
일명 씹어먹는 커피입니다. 4가지 맛(더블 에스프레
소, 초코 모카, 플랫 화이트, 아이스 민트)으로 다양
합니다. 자일리톨이 함유되어 있어, 커피를 즐김과 
동시에 충치의 위험을 줄이며, 즉시 입냄새를 개선
하고 치아를 얼룩지지 않게 합니다.

글로벌진시  GLOBAL JINXI

+82-2-6203-0668

리토스 커피츄

B148

무림의 친환경 펄프몰드는 재활용과 생분해가 가능
하여 펄프몰드 제품을 버릴 때에는 물로 행궈서 종
이와 함께 재활용 배출해도 되고, 일반 쓰레기봉투
에 담아 매립형 쓰레기로 배출해도 됩니다. 국내 유
일의 펄프 생산이 가능한 무림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할 수있는 것은 무림이 만
든 펄프몰드만의 장점입니다.

무림페이퍼(주)  MOORIM PAPER CO., LTD

+82-2-3485-1661

펄프몰드 하이볼 무알콜 스파클링 칵테일 3종

B244
하이볼 무알콜 스파클링 칵테일은 1943년에 설립된 에
드윈 홀든 보틀링사의 알코올 프리 영국 브랜드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무알콜 소비 트렌드와 다르게 선
택의 폭이 좁은 무알콜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
기 위해 기존에 없던 신제품 하이볼 무알콜 스파클링 칵
테일을 출시하였습니다. 믹솔로지스트와 칵테일 전문가
들이 칵테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진짜 칵테일이
며,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0.00% 완전 무알콜 
제품입니다.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제작되어 글루텐을 포
함하고 있지 않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비건 칵테일입
니다.

(주)유앤아이엔젤스   
UNI ANGELS CO., LTD.

+82-70-4283-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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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31

간단한 체질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허브티를 
추천해드립니다.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체질 
및 처방전을 기반으로 레시피를 구성하였습니다. 체
질티는 총 3 종으로 각각의 체질에게 추천됩니다.

베다 라이프  VEDA LIFE

아유르베다 체질티

B450

벨미오 싱글오리진 유기농 캡슐 커피는 최고급 유기
농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싱글 오리진 커피입니
다.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지
역 고유의 커피의 맛이 잘 표현된 고급 캡슐 커피입
니다. 또한 플레이 버드 4종 캡슐 커피는 각각 바닐
라, 카라멜, 초콜릿 크림우유, 계피와 피칸의 맛과 
향이 커피와 균형 잡힌 맛을 선사합니다.

(주)오레팜  OREFARM

+82-2-3431-7820

벨미오 유기농 싱글오리진 캡슐커피

B453
유기농, 내 몸을 위한 선택, 생분해 패키지, 지구를 위한 
선택, 건강을 위해 유기농을 선호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더워지고 있는 지구 환경은 어떨까요? ‘ioob(아
이옵)’은 유기농 차제품을 철저하게 환경 친화적 재료
를 활용해 패키징을 완성했습니다. 필터와 실, 태그 모
두 Non-GMO PLA를 사용했고, 티백 개별봉투는 천연 
셀룰로오스를 사용했습니다. 개별봉투의 글자와 도안은 
‘Water-based ink’를 사용해 인쇄된 것입니다. 외
포장재로 사용된 단상자는 재활용 종이로 생산된 원지
에 순식물성 콩기름을 사용해 인쇄되었습니다.

다질리언  DARJEELIAN

+82-2-532-0840

아이옵

베티나르디 밀크티베이스

B633

베티나르디 밀크티 베이스 홍차는 영국의 테일러스 
오브 헤로게이트사의 밀크티의 정석 요크셔티를 추
출하여 홍차의 깊고 풍부한 감칠맛과 고소함을 숙련
된 기술력으로 담아내었으며, 밀크티 베이스 트로피
칼은 상큼하고 새콤달콤한 맛과 향이 나는 과일과 
허브가 블랜딩된 차를 추출하여 균일한 차의 맛으로 
누구나 손쉽게 밀크티와 다양한 음료를 만들 수 있
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삼주티앤비(주)  SAMJOO T&B

+82-2-470-9124

C208
당사는 칼디커피로스터 제조업체로서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정용 홈로스터기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
다. 수년전부터 전기식 로스터를 개발 진행하고 있었으
나 고객의 니즈에 못 미쳐 난항을 거듭하다 유동상 공법
을 에어트론에 맞게 변환시킨 열풍식 로스터를 완성하
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적의 공기흐름을 제어하는 시스
템과 폐쇄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다양한 안전전치를 적용하여 손쉬운 로스팅 환경
을 마련하여 금번 카페쇼에 첫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원: 소비전력 220V~2200W. 300그램/배치, 쿨
링기능 포함.

(주) 세인테크놀로지   
SEINN TECHNOLOGY INC

+82-70-8736-9336

칼디 에어트론 커피로스터

C332

수동 핸드밀로도 전동의 밀로도 장소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원두를 분쇄할 수 있는 파워를 가
진 모터가 지금까지 수동 핸드밀의 불편함을 해소해
줍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리튬이온 충전방식으로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
다.

하리오코리아주식회사   
HARIO KOREA CO.,LTD.

+82-2-739-2115

스마트 G 전동 핸디 커피 그라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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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7

스퀘어민트는 펜데믹으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
에 맞추어 개발한 'High-Technology Automated 
Mechaniture' 로 세계 최초 산업용 로봇암과 현대식 
가구를 조합한 새로운 개념의 '로봇가전'입니다. 모
듈식 구조로 커피 외에도 다양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가구의 레이아웃, 색상, 소재를 사용자 취향
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사의 독창적인 로봇
암 'Pal'은 실용적이고 공간 효율적이며, 로봇 및 핵
심부품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지닙
니다.

(주)민트로봇  MINTROBOT CO., LTD.

+82-32-663-4530

스퀘어민트 - 에스프레소

C461,C473

꿈처럼 아름다운 커피의 경험, 캡슐커피 브랜드 '레
브' 국내 최초 원두 커피 전문점을 선보이며 한국의 
커피 문화를 이끌어온 쟈뎅의 커피에 대한 철학, 집
념을 오롯이 전합니다. 커피 한잔으로 현실을 벗어
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여행과 휴식으로 초대합니
다.

쟈뎅 레브, 쟈뎅 아워티  
 JARIDN REVE, JARDIN OUR TEA

+82-2-516-3881

쟈뎅 레브

C549

프랑스에서 온 캡슐커피 '그랑크루'입니다. 높은 호
환성과 신선함을 담은 압도적인 맛과 향의 비법을 
통해 프렌치 커피의 진수를 느껴보세요.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UCC COFFEE KOREA

+82-2-511-6195

그랑크루 캡슐커피 웰컴패키지

D143

유럽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베를린 대표 로스터리 
THE BARN ROASTERS의 스페셜티 원두로 만든 인
스턴트 커피입니다. 1패키지에 5개의 파우치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사용된 커피는 SCA차트 86점을 받
은 원두인 ‘Brazil Boa Vista Valley’입니다. 초콜
릿, 퍼지, 사탕수수와 같은 컵노트를 가지고 있으며, 
가루형태입니다.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담습니다. 80' 안팎의 온수로 
250ml-280ml를 우려냅니다. (비율 권장) 기호에 맞
게 농도를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라이프커피  LIFE COFFEE

+82-2-1899-6190

스페셜티 인스턴트 커피

D212

2021년 첫 출시된 미스터 블랙은 100% 아라비카 
콜드브루와 보드카를 블랜딩한 제품입니다. 콜드브
루에서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커피향과 맛에 중점
을 두고 당도는 낮춘 제품으로 커피를 즐기는 사람
과 질 높은 증류주를 즐기는 사람 모두 좋아할 수 있
는 리큐르입니다. 아이스 커피처럼 온더락으로 혹은 
라떼, 아포가토와 같은 음료로도 음용 가능하며 칵
테일에도 적합합니다.

유픽  UPIC

+82-2-2205-0520

미스터블랙 커피 리큐르

D225

홈바리스타를 위한 말코닉의 프리미엄 홈 그라인더
의 탄생! 말코닉 홈 X54는 말코닉의 에스프레소 그
라인더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과 함께 홈카페에 어울
리는 모던하고 컴팩트한 사이즈, 프리미엄 그라인딩 
기술과 함께 완벽한 기능을 가진 가정용 그라인더입
니다. 에스프레소부터 에어로프레스, V60, 케멕스, 
프렌치프레스 등 다양한 브루잉 분쇄도 까지 사용이 
가능한 올라운드 홈 그라인더이며 칼날은 54mm 플
랫버인 Special Steel 재질의 칼날이 장착되어 있습
니다.

(주)기정인터내셔날   
KIJEONG INTERNATIONAL CO.,LTD

+82-2-583-7471

말코닉 홈 X54 가정용 그라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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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아르두이노 이글원 프리마

D331, D341

EAGLE ONE PRIMA Welcome to the new era of 
espresso machine Prima는 1등, 최고, 탁월함 등
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탈리아어입니다. 117년 전통
을 자랑하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의 최신작 이글원, 
그리고 첫 1그룹 머신인 PRIMA. 2021년 하반기, 드
디어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진양행  OHJIN CORPORATION

+82-2-2057-6721

마리슈타이거 전동 커피 그라인더 아웃
도어 텀블러 세트

D365

한번의 터치로 5단계 굵기조절이 가능한, 맷돌 방식 
세라믹버가 장착된 usb충전방식의 초슬림 무선 커
피 그라인더입니다. 슬림하고 컴팩트한 크기에 휴대
성이 뛰어나 캠핑이나 야외활동 시 이동과 보관이 
용이합니다. 함께 구성된 텀블러는 접이식 스테인레
스 드리퍼가 내장되어 있어 종이 필터 없이도 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카라한  PRICECLUB

+82-70-4800-5563

리얼나인

D366

리얼나인은 현존하는 머신의 추출 매커니즘과 완전
히 구별되는 첨단 제어방식을 활용하며, 에스프레
소 추출의 재현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머신 내
부 압력이 아닌 실제 커피 퍽의 압력을 정밀하게 제
어하여 커피의 입자 상태나 반복 추출에 따른 변동
성을 최소화하며 항상 일정한 커피 추출을 보장합니
다. 리얼나인이 사용하는 새로운 추출 방식은 추출
시 물의 온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차가운 에스프레
소와 같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 제로쓰로  ZEROTH LAW, INC.

+82-10-9936-5813

D508

스프라우드는 노란 완두콩을 기반으로 한 식물성음
료를 생산하는 스웨덴 라이프스타일브랜드로 최소한
의 물, 토지 및 탄소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이며 완
두콩이 가진 안전성, 영양학적 가치로 모든 사람에
게 식물기반의 이상적인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특
히 바리스타 제품은 풍부한 거품을 낼 수 있으며, 커
피 혹은 티와 함께 식물성 라떼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스칸딕프라자  SCANDICPLAZA

+82-70-7706-7661

스프라우드

S112

국산딸기 100% 8.5mm 딸기과육이 씹히는 딸기
콩포트 입니다. 용량은 90g, 250g, 500g, 2500g
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량에 따른 활용방법으로는 
90g은 우유 200ml 에 부어 먹는 국내최초 딸기과
육 8.5mm함유 딸기음료(RTD: Ready To Drink)로, 
250g, 500g는 홈카페용 딸기음료 및 베이커리 재
료, 베이스로 2500g은 대용량 딸기음료 베이스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콜  KOHL

+82-70-4405-3307

앤베리

S331

슈퍼보리는 카페인을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커피
의 대안으로 만든 프리미엄 블렌딩 보리 파우더입니
다. 이탈리아에서 유기농 가공으로 까다롭게 재배하
고 도정한 100% 유기농 보리를 로스팅 해 카페라떼 
맛을 그대로 구현한 진하고 고소한 논카페인 보리 
파우더입니다. 또한 고칼로리 설탕 대신 0칼로리 천
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블렌딩해 한 스푼만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달콤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말차  SUPER MATCHA

+82-2-6953-3882

슈퍼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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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체리스초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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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쇼 모카포트는 과거 커피 무역의 발상지였던 무역항 모카포트(Mocha Port)를 모티브로 

네이밍한 서울카페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비즈니스 관람을 목적으로 서울카페쇼를 찾은 업계종사자 및 바이어라면?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카페쇼 모카포트를 통해 글로벌 커피 세계로의 항해를 시작해보세요!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카페쇼 모카포트

BUSINESS MATCHMAKING PLATFORM BY

Inspired by the Port of Mocha
New Ideas, Networks, and Business Opportunities Begin Here

Explore
바이어 및 참가업체의 상세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해보세요.

업체 및 제품 정보 관심품목 세부사항 등록

Request
전시회 방문 전, 관심 업체에게 미팅 
요청/수락하여 계획을 수립해보세요.

Connect
현장/온라인 미팅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보세요.

EXHIBITOR BUYER

현장/온라인 미팅

Browse for what buyers are
interested in and exhibitors

have to o�er.

Request meetings to buyers and 
exhibitors that is in your best 

interest, prior to visiting the show.

Connect in person/online with
buyers and exhibitors for favorable

business opportunities.

Company & Product
information

In-Person/online Meeting

Product Interests
& Speci�cs

미팅 신청/수락
Meeting Request Information

등록정보 기반 미팅업체 검색 및 추천
Search engine based on product interests and

speci�cs that also provides customized meeting
recommendations

참가사/바이어 정보 열람
View Exhibitors’/Buyers’ Informatioin

54개국 5,687명 바이어 등록

총 미팅성사 건수 3,944건

등록정보 기반 미팅업체 검색 및 추천

참가사/바이어 정보 열람

미팅 신청/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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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 바이어 
1:1 화상 상담회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 11일(목), 2일간

장소           서울 코엑스 3층 300호 화상상담 부스 

미팅건수      총 36건

상담액수   - 수출 상담액 : $ 708,790 (한화 약 8억 4천만 원) 

             - 계약추진액 :  $ 221,300 (한화 약 2억 6천만 원)

서울카페쇼는 참가업체의 새로운 판로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및 유통 역량 향상을 위해 

KOTRA와 협업하여 참가업체와 해외 바이어간의 1:1 화상 상담회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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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프로그램 안내 

시간 
Time

11.10 수 Wed 11.11목 Thu 11.12 금 Fri 11.13 토 Sat

제20회 서울카페쇼 및 제6회 서울 커피 페스티벌 (동시개최 행사)

10:00

글로벌
세션

글로벌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SCA CSP
브루잉

파운데이션

SCA CTechP
수력학

파운데이션

프로페셔널
세션

SCA CSP
센서리 
스킬즈

파운데이션

SCA CTechP
수력학

파운데이션

프로페셔널
세션

11:00

12:00

13:00

14:00

프로페셔널
세션

15:00

16:00

17:00

아시아를 대표하는 커피 전문 컨퍼런스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은 UN산하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가 전 세계 최초

로 공식 후원하는 국제회의로써 2012년 첫 개최 이후로 글로벌 커피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회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세계 최고 커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시장이 직면한 변화를 짚어보고 산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합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월드커피 리더스 포럼은 “Refocus, Revive, Reboot – 위기를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피시장”이라는 주

제를 가지고 팬데믹 이후 커피 리테일 시장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미래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ESG 경영, 리테일 

및 푸드테크에 관한 인사이트 공유를 통해 전 세계 커피 산업의 새로운 지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한층 더 확장된 온오프라

인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국제 커피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월드커피리더스포럼동시행사

제10회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2021년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코엑스 컨퍼런스룸 및 온라인 

Refocus, Revive, Reboot – 위기를 기회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피 시장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조직위원회 

영어, 한국어 (영한 동시통역 서비스 지원) 

글로벌세션  
프로페셔널세션  
오리진어드벤쳐세션  
SCA 커피스킬즈프로그램  
& 커피테크니션즈프로그램  

www.wclforum.org
@wclf.coffee
@wclf_coffeeforum
@worldcoffeeleadersforum

행사명 

일 시 

장 소 

주 제 

주 최 

공식후원 

공식언어 

프로그램 

공식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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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연사  

Day 1 - 11.10 수 

월드커피리더스포럼 글로벌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글로벌 리더들이 전 세계 커피 산업의 현황, 이슈, 위기에 대한 해

결방안 및 미래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피 매장 및 브랜드 운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 경영자에게 새

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공했습니다.글로벌세션

11월 10일(수) ~ 11일(목), 10:00 ~17:00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 및 온라인

Refocus, Revive, Reboot – 위기를 기회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피 시장

Specialty Coffee Association(SCA)

영어, 한국어 (영한 동시통역 서비스 지원) 

일 시  

장 소  

주 제  

파트너  

공식언어 

시간 주제 연사

10:00-10:10

개회사

신현대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조직위원장

10:10-10:20 홍성대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조직위원장

10:20-10:30 축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관 대사

10:30-11:30
Keynote Speech

SCA 시장 동향 보고서: 
스페셜티 커피 업계 현황

  야니스 아포스톨로풀로스
  스페셜티커피협회(SCA), CEO

11:45-12:45
가속화된 커피 산업 발전: 

울트라 스페셜티/럭셔리 커피 사례 분석
  바르토즈 시에파이
  헤롯 백화점, 마스터로스터

13:00-14:00                                                                                      점심  

14:00-15:00
기술을 통한 브랜딩: 브랜딩과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브릿 버그
  인텔리젠시아커피, 브랜드•이커머스 디렉터

15:15-16:15 푸드테크를 활용한 미래의 레스토랑, 카페
  김민수 팀장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로봇사업실/서빙로봇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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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 교육 인증 프로그램 중 인기 프로그램인 커피 스킬즈 프로그램(이하 CSP)과 2021년 신규 런

칭된 프로그램인 커피 테크니션즈 프로그램(이하 CTechP)은 참가자의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개발하고 

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SCA 국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커피 애호가 및 전문 바리스타에게 검증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해 온라인 필기 시험 합격 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SCA 커피 스킬즈 프로그램
& 커피 테크니션즈 프로그램

11월 12일(금) ~ 13일(토)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A, 301B호  

한국어  

일 시  

장 소 

공식언어 

시간 11.12 금 11.13 토

10:00 ~ 12:00
SCA CSP

브루잉 파운데이션

SCA CTechP
- 수력학 파운데이션

SCA CSP
센서리 스킬즈 파운데이션

SCA CTechP
- 수력학 파운데이션

12:00 ~ 13:00 점심 점심

13:00 ~ 18:00
SCA CSP

브루잉 파운데이션
SCA CSP

센서리 스킬즈 파운데이션

시간 주제 연사

10:00-11:00 삶의 변화, 커피의 변화
송길영 부사장
바이브컴퍼니

11:15-12:15 미국의 RTD(Ready to Drink) 산업
매튜 스웬슨
네슬레, 커피 디렉터

12:30-13:30
커피 리테일의 미래 경쟁력: 

내일의 비즈니스를 위한 의사결정
황지영 교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13:30–14:45 점심 Lunch

14:45–15:45 컵 오브 엑셀런스: 그 영향과 시장 혁신
대런 다니엘
Alliance for Coffee Excellence(ACE), 전무이사

16:00–17:00 2022년 커피에 필요한 변화와 더반의 사례 공유
랄프 루엘러
더반(THE BARN), CEO

Day 2 - 1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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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1.10 수 11.11목 11.12 금 11.13 토 

10:00
-

12:00

로스터리 자가 소비
vs 생산 납품

비즈니스 선택을 위한
선택과 집중

유승권 대표
뉴웨이브커피로스터스

챔피언이 전하는
커핑대회 준비 팁

문헌관 대표 
먼스커피

11:00
-

13:00

에스프레소 추출 결과물에
따른 추출영역에 대한 이해

박상화 대표
방있음 프로젝트

홈카페 브루잉의 모든 것
도구부터 추출까지

켈럽 장 대표
모멘토 브루어스

13:00
-

14:00
점심 Lunch

14:00
-

16:00

브루잉 센서리
물의 성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

정진재 바리스타
카페꼼마

브루잉 중급 커피 농도와 플레이
버의

상관관계

조용민 대표
와이엠커피프로젝트

2021 커피 향미분석
최신 지견

안중혁 대표
센톤

15:00
-

17:00

이카와 챔피언이 알려주는
이카와 프로파일 설계

박성운 대표
노다웃

커피의 가공법 A to Z

송호석 교수
백석예술대학교

게이샤 및 태국커피
센서리 프로파일링

김동완 대표/수차오
커피미업/태국커피생산자

프로페셔널세션에서는 커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문 기술과 지식을 공유했으며,

다양한 시연과 발표를 통해 깊이 있는 테크니컬 기술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커피 산지의 원두를 직접 체험해보기 희망하는 바이어, 리테일러 및 수입자에게 각 커피 산지 
협단체에서 운영하는 높은 품질의 스페셜티 커피 커핑 세션을 제공했습니다.

프로페셔널세션

오리진어드벤쳐세션

11월 11일(목), 11:00 ~ 12:30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 

한국어

11월 10일(수) ~ 13일(토)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 & 308호 

한국어 

일 시  

장 소  

공식언어 

일 시  

장 소  

공식언어 

I  참가 관련 문의  I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조직위원회  T. 02-6000- 6698  E. info@wclforum.org  W. www.wclforum.org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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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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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커피 여행 
“세계 커피 여행, 미루지 마세요. 서울 커피 페스티벌에서 마음껏 하세요!”

여행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새로운 단면들을 보

여주는 여행이 있다면, 그보다 더 매력적인 여행이 있을까요? 도심 속 글로벌 커피 문화 축제, 제6회 서울 커피 페스티벌은 “세계 

커피 여행”을 주제로 커피를 사랑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세계 곳곳의 특별한 커피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서울 커피 페스티벌에서

는 맛보고, 경험하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서울 커피 페스티벌동시행사
FESTIVAL

제6회 서울 커피 페스티벌  

2021년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코엑스 서울 커피 페스티벌 행사장 및 서울 곳곳 카페 

세계 커피 여행 

행사명 

일 시 

장 소 

주 제 

서울 커피 스팟
세상은 넓고, 못 마셔본 커피는 많다! 서울 커피 스팟과 함께 하는 향기로운 세계 커피 여행.

올해 서울 커피 스팟은 해외의 다양한 스타일의 커피를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해외 카페에 온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 서울 커피 스팟을 통해 무한한 커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시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장소 서울 각 지역의 서울 커피 스팟 선정 카페

Zone 1 Taste 맛보다 - 서울 커피 스팟, 엔조이 카페

2021 서울 커피 스팟 참여 카페

예빈당 yebindang

2

1

풍류관 POON RYU HALL

3

론드리 프로젝트 Laundryproject

4

루온루온 Luôn Luôn

5

문랜딩 Moonlanding

6

하바나 인디클럽 Habana Indie Club

7

레스피레 respirer

8

리틀버틀러 LITTLE BUTLER

9

부트카페 서울 BOOT

10

에디션덴마크 Edition Denmark

11

오라라 OH LA LA

12
올웨이즈어거스트 로스터스

Always August

13

카페 플롬

14

멜브 에스프레소바 MELb

15

모멘토 브루어스 Momento brewers

16

식스디그리스 커피 Six Degrees

17

스몰배치서울 SMALL BATCH SEOUL

18

에이커피서울 ACOFFEE SEOUL

19

카모플라쥬

20

커피폴리

21

스커피

예빈당 리틀버틀러

부트카페 서울풍류관

론드리 프로젝트

루온루온

문랜딩

하바나 인디클럽

레스피레

오라라

올웨이즈어거스트 로스터즈

카페 플롬

멜브 에스프레소바

에디션덴마크

식스디그리스 커피

모멘토 브루어스

스몰배치서울

에이커피서울

카모플라쥬

커피폴리

듁둑스커피ㅠ

예빈당 yebindang

2

1

풍류관 POON RYU HALL

3

론드리 프로젝트 Laundryproject

4

루온루온 Luôn Luôn

5

문랜딩 Moonlanding

6

하바나 인디클럽 Habana Indie Club

7

레스피레 respirer

8

리틀버틀러 LITTLE BUTLER

9

부트카페 서울 BOOT

10

에디션덴마크 Edition Denmark

11

오라라 OH LA LA

12
올웨이즈어거스트 로스터스

Always August

13

카페 플롬

14

멜브 에스프레소바 MELb

15

모멘토 브루어스 Momento brewers

16

식스디그리스 커피 Six Degrees

17

스몰배치서울 SMALL BATCH SEOUL

18

에이커피서울 ACOFFEE SEOUL

19

카모플라쥬

20

커피폴리

21

스커피



50

2021 서울 커피 스팟 사진



51

엔조이카페
커피로 일상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엔조이카페는 서울카페쇼의 공식 파트너샵입니다. 

서울카페쇼는 전국 방방곡곡의 카페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조이카페에서 커피가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장소 전국 각 지역 2021 엔조이카페 197개

2021 엔조이카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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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잃은 그대에게  

      
케일럽차 

타이거 에스프레소. 험블 타이거 커피 로스터스 CEO  

12:30

~

13:00

매거진 F x 프릳츠커피컴퍼니 노르딕 커피 신 투어

연사

김병기 

프릳츠커피컴퍼니 대표 

정소정 

매거진 F 콘텐츠 & 에디토리얼 디렉터 

13:10

~

13:50

KCC 선수들의 2021 WCC Milan 원정기 

*해당 파트는 SCA 한국챕터와 함께 합니다. 

연사 방현영 

김승백 

주상민 

추경하

12:30

~

13:10

SEY Coffee :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법

연사 메튜 정-퀼린 

세이커피 최고책임자 

커피 토크 

커피토크 연사들이 직접 들려주는 ‘진짜 커피 이야기‘.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커피 한 잔에 담긴 생생한 커피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일시 11월 11일(목) ~ 12일(금), 2일간

장소 코엑스 3층 D홀 스테이지 및 온라인 동시 송출

Zone 2 Experience 경험하다

커피 토크, 커피 아트 갤러리, 커피 라이브러리

13:00

~

13:30

호주는 어떻게 세계에서 주목하는 커피 시장이 되었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연사 홍찬호 

놈코어커피 CMO  

13:30

~

14:00

오리진을 찾아가는 여정 

연사 김민웅 

리틀버틀러 CEO 

11월 11일(목) 

11월 12일(금) 

연사 Speaker 

14:30

~

15:00

14:00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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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커피토크 사진



54

커피 아트 갤러리 
커피와 예술, 그리고 여행의 만남! ‘커피 아트 갤러리’는 커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예술 작품이 전시되는 갤러리 공간입니다. 

올해 '커피 아트 갤러리'에서 커피와 여행을 주제로 9명의 작가들이 힐링 스토리를 선보였습니다.

일시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장소 코엑스 3층 D홀 커피아트갤러리 행사장 (부스번호 D469)

참여 브랜드 하우스북스

참여 아티스트  

서울카페쇼 20주년의 소중한 순간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에서 참관객을 대상으로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주년 기념관에서는 맨투맨 티셔츠, 머그컵, 텀블러, 휴대폰 액세서리 등 20주년 서울카페쇼의 한정판 굿즈를 선보여, 

참가자 및 참관객이 서울카페쇼를 기념하고 간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시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장소 코엑스 1층 A홀 서울카페쇼 20주년 기념관(부스번호 A473)

Zone 3 Memory 간직하다
굿즈샵, 포토존

강찬미
(@poem.on.things)

보라
(@bora_daeri)

김웃
(@kimokokokok)

아리
(@ari.nunnunano)

남지
(@namji_27)

엔돌핀
(@and.olphin)

모모
(@momofolio)

보담
(@bodamxbodam)

정인
(@illust_jk)

커피 라이브러리 

좋은 책 한 권과 즐기면 더욱 깊어지는 커피 한 잔의 시간. 올해 '커피라이브러리'에서는 여행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

와 여행'을 주제로 큐레이션된 책과 전시를 선보이며 일상 속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했습니다.

일시           11월 10일(수) ~ 13일(토), 4일간

장소 코엑스 3층 D홀 커피라이브러리 행사장 (부스번호 D473)

주제 책, 커피, 그리고 여행

참여 브랜드 하우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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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라이브러리 / 커피 아트 갤러리 / 굿즈샵 / 포토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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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커피 배틀부대행사

'월드 커피 배틀(WCB)'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전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중이 직접 투표를 통해 다음 라운드 진출자

를 뽑는 세계 최초 온·오프라인 크로스오버 커피 경연대회입니다. 젊음, 음악, 레시피, 영상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글로벌 서바이벌 매치, 월드 커피 배틀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장소 코엑스 3층 D홀 스테이지 및 온라인 생중계

주최 커피 TV

주관 월드 커피 배틀 조직위원회

월드 라떼아트 배틀 

글로벌 바리스타 발굴 프로젝트, 월드 라떼아트 배틀은 모든 바리스타들에게 열린 새로운 개념의 온·오프라인 경연을 통해 

국내외 바리스타들과 실력을 겨루며 꿈을 향한 도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본 대회를 통해 선수가 보유한 새

로운 기술, 역량, 이력을 남겨 해당 선수를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바리스타들의 화

려한 라떼아트의 항연이 펼쳐졌습니다. 

일 시   본선 2021년 11월 12일(금)            결 선  2021년 11월 13일(토)

본선 진출자 16인 (*ㄱㄴㄷ순)  
김영진, 박혜빈, 선하늬, 신준호, 이민지, 이영화, 이종혁, 이준, 이태승, 정지성, 조은선, 조현우, 최원재, 함정후, 황유경, 황은경

결선 진출자 4인

1위 이준 2위 최원재 3위 이종혁 4위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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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커피 배틀부대행사

월드 칵테일 배틀 

새로운 칵테일에 도전하는 창의적 바리스타/바텐더 발굴 프로젝트, 월드 칵테일 배틀은 카페 음료의 새로운 트렌드

를 제안하고, 독창적인 음료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바리스타 및 바텐더 발굴을 위해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결합 경연

대회입니다. 기존의 레시피와는 다른 맛과 비주얼에서 참신한 레시피를 발굴하여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바텐더 등 다양한 음료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선보이는 개성 넘치는 레시피를 선보였습니다.

일시   본/결선 2021년 11월 11일(목)

본선 진출자 8인 (*ㄱㄴㄷ순)

구희수, 김현우, 유민국, 장해성, 정동현, 정진호, 최태훈, 함현권

1위 유민국 2위 함현권 3위 정동현 4위 구희수

결선 진출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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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2003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커피경연 한국바리스타챔피언십은 우리나라 원두커피산업 발전과 함께해온 전통 있는 

코리아 커피 리그의 대표적인 대회입니다. 올해는 총 2라운드로, 대회용 커피원두를 자유롭게 선택한 선수가 1라운드

에서 총 15분의 시간 동안 에스프레소 4잔, 2라운드에서 총 20분의 시간 동안 창작메뉴 4잔을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선보입니다.

일 시   2021년 11월 11일(목)~13일(토)    

한국 TEAM 바리스타 챔피언십 
KCL의 유일한 단체전인 한국TEAM바리스타챔피언십. 분주한 카페를 무대로 옮겨 놓은 콘셉트의 경연대회로 역동적

이며 생동감 넘치는 현장이었습니다. 세 명의 바리스타가 한 팀을 이뤄 경합을 벌이는 팀 경연으로, 개인 역량은 물론 

팀워크까지 발휘됩니다. 제한 시간 안에 모든 메뉴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 지시된 순서대로 음료를 제공하면 점수

를 획득하는 방식. 본선과 결선에서는 20분의 시간 동안 30가지 메뉴를 시연했습니다.

일 시   2021년 11월 10일(수)   

마스터 오브 커핑 
2011년 처음 시작한 마스터오브커핑. 단순히 O, X 구분이 아니라 같은 향미를 갖고 있는 커피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커핑 대회입니다. 본선 참가자들은 6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각 섹션별로 제

시된 레퍼런스잔과 같은 종류, 가공방식, 산지 등의 커피를 가려내야 합니다. 

일 시   2021년 11월 11일(목)~12일(금)    

마스터 오브 브루잉 
스페셜티 커피시장의 성장과 홈카페 문화의 확산 추세에 발맞추어 브루잉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자 2016년 처음 선보

여진 대회입니다. 1인 참가자가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경연을 진행합니다. 선수들은 6종의 공식 그린빈 중 원하는 커

피를 골라 로스팅하고 원하는 추출 도구를 통해 자신만의 레시피로 커피의 다채로운 향미를 표현해야 합니다.

일 시   2021년 11월 10일(수), 13일(토)    

토라니 퓨어메이드 코리아 커피 리그부대행사

한국 대표 바리스타 경연 '코리아 커피 리그(KCL)'는 

우리나라 커피산업의 질적 발전 및 기술 인재 발굴과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커피 경연대

회입니다. 총 4개의 대회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커피산

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합니다.

장소  

코엑스 3층 C홀 스테이지 

주최  

월간<COFFEE>

주관  

코리아 커피 리그 위원회  

타이틀 스폰서  

세미기업(토라니 퓨어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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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서울카페쇼 온라인 전시관 

6,454,642 Views
(2020년 12월 ~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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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공식 SNS 채널 운영

인스타그램 22,800 팔로워

영문 페이스북 1,157팔로워

카카오톡 채널 13,258 팔로워

국문 페이스북 75,116 팔로워

유투브 994 구독자

네이버 블로그 58,07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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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언론/홍보
방송 / 지면 / 온라인 기사 국내외 주요 매체 544건 송출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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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파트너십 / 콘텐츠 제휴 
국내외 주요 미디어 파트너와의 홍보 제휴 및 콘텐츠 협업

공식 미디어 파트너

매거진 <B> 콘텐츠 협업
매거진 <F> '커피' 이슈 협업 발행

서울교통공사 홍보 제휴 

스타필드 코엑스몰 홍보 제휴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 홍보 제휴

미  디  어        국내 

파  트  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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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발송 (국내/해외)
62만 데이터베이스 연간 20회 격주 발송
서울카페쇼 및 동시개최 행사 정보, 참가업체 소개, 스폰서 광고, 
체리스초이스 선정 브랜드 소개, 엔조이카페 정보 등 수록

국문 뉴스레터

영문 뉴스레터

광고/홍보 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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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표 커피전시회 서울카페쇼는 참가 브랜드의 전시 품목, 소비자 동향 등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해의 커피 산업 키워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

울카페쇼가 선정한 2022 커피 산업 키워드는 바로 ‘ALWAYS’입니다. ‘Always’는 항상, 언제나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코로나19로 커피 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들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커피는 언제나 함께였으며, 커피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해 모든 것에는 길이 있다는 뜻으로 ‘All Ways’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

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커피 산업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2022 커피 산업 키워드 ‘A.L.W.A.Y.S’
2022 Coffee Industry Keywords ‘A.L.W.A.Y.S’ 

A(Alternative)   대체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는 카페  
Cafe offering alternative options

카페 산업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대체 가능한 옵션을 제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스

타벅스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우유 옵션에 귀리를 추가하며 비건을 위한 선택지

를 제공하는데, 서울카페쇼 참가사 '동서'와 '와인드 와이어'에서도 각각 귀리우유 제품

과 키토&비건 베이커리 및 식물성 음료 분말을 선보입니다. 앞으로는 프렌차이즈 카

페부터 개인 카페까지 더 많은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의 취향 및 특성에 맞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Local)   지역 특성을 활용한 커피와 카페  
Coffee and cafes utilizing local characteristics

2022년 트렌드 키워드 '러스틱 라이프'와 같이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적 특색을 가진 

카페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외 지역의 카페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는 

다양한 원두, 산지의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까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서울카

페쇼에서 강릉의 커피맛을 전하는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와 강릉 곶감으로 만든 제

품을 선보이는 '하슬라 에프엔비', 부산의 커피문화를 전하는 '연경재', 제주의 건강한 

베이커리를 제공하는 '제주 애월 아빠들' 등 전국 각지의 특별한 커피와 디저트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W(Wellness)   well-being + fitness 행복하고 건강한 삶  
Well-being + Fitness for healthier and happier life style

코로나19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가며 카페 운영자도 이런 니즈에 맞춰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카페쇼에서도 캡슐

형 한방차 브랜드 '스텔라메디'와 한국의 약용식물을 숙성해 발효차를 만드는 '이도발

효한차' 등 건강한 차 제품 관련 참가사부터 식품영양 데이터베이스 기반 맞춤 식품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콜'과 더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위한 필터를 제공하는 '에이치엔엔

코퍼레이션' 등 많은 참가사가 더 건강한 원료를 사용하는 음료부터 질병관리를 위한 

식이관리 식품 등 커피와 디저트를 즐겁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A(Automation)   기술을 접목한 카페 산업  
Cafe industry combined with technology

2022년 커피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카페쇼 쇼케이스 '체리

스 초이스'에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로봇인 '라운지랩'의 로봇 제

품 등 여러가지 기술 혁신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커피와 더불어 차까지 추

출 가능한 '마노'의 브루잉 머신,  '원더치'의 세계최초 전자제어 방식의 콜드브루 머신, 

모듈 구조의 하드웨어 플랫폼 방식으로 로봇을 활용한 커피 및 다양한 자동화를 제공

하는 '민트로봇'의 제품 등을 통해 카페 산업의 자동화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향

후 계속해서 기술이 카페 산업과 밀접해지며 자동화 머신부터 하드웨어 플랫폼 로봇

까지 더 많은 기술 접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Yourself)   스스로 만드는 스페셜한 커피  
Special coffee made by oneself 

가정용 커피머신의 보급은 '프리미엄 홈 카페' 시장의 발전을 한걸음 더 빠르게 도약시

키며 점차 고급화된 홈 카페 아이템들이 출시되고 집에서도 바리스타 못지않게 스스

로 높은 퀄리티의 커피를 만들고 디저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홈 바리스타'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캠핑 등 다양한 장소에서 손쉽게 콜드브루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아소부'의 커피 추출기와 '오진양행'의 프리마(PRIMA) 원그룹 머신, 신

선한 세계 각국의 생두를 사용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커피 리브레' 등 서울카페쇼에

서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와 홈 카페머신이 소개되며 홈 바리스타들에게도 유용한 볼

거리를 선사합니다.

S(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를 위해  
Sustainable eco-friendly consumption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소비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카페 산업은 다양한 친

환경 아이템과 원료를 개발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친환경 소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필환경 시대에 발맞춘 서울카페쇼 참가사들의 제품도 

눈에 띄는데 100% 자연 식물로 만든 '디바인 하비스트'의 친환경 빨대,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인증을 획득한 '무림페이퍼'의 네오포레 종이컵, 매립 후 6개월 이내에 분해

되는 '세림비앤지'의 생분해 봉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소재 패키지로 새로

운 유기농 차 브랜드 아이옵(ioob)을 선보이는 '다질리언'과 다양한 텀블러를 볼 수 있

는 '써모스 코리아' 등 많은 참가사가 환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카페쇼도 친환경 

캠페인 '땡큐, 커피'를 진행하며 다양한 에코 브랜드를 소개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

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카페쇼 선정 역대 커피 산업 키워드 
Keyword for the Coffee Industry of All Time

2015 –  CARD (Convergence 업종간 융합, Analog 아날로그, Rookie 소규모 스타

트업, Diversity 사업다각화)

2016 -  3S (Science 과학, Signature 시그니처,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2017 –  HUMAN (High-quality 고품질, Untact 비대면서비스, Mood 분위기, Art 예

술과의 연계, New experience 새로운 경험)

2018 –  DEEP(Design 디자인, Essence 본질, Eco 환경, Personalizing 맞춤형서비

스) 

2019 –  HERO(Hospitality 접객 서비스의 고도화, Engagement 커피에 가치를 더한 

커뮤니티 확산, Retreatment 치유의 공간, Openness 생산과정의 투명성) 

2020 –  SMILE(Subscription 커피 구독시대, Modification MZ세대 취향 저격한 커피

의 무한변신, Identification 커피존재감, Luxuriousness 고품격 홈카페문화, 

Environment 코로나시대 친환경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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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fesho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