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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어제를 추억하게 하나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나요. 

커피 한 잔으로

생각을 깊이있게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합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요, 커피는. 
우리를 앞으로 향하게 합니다.

익숙하고 낯선 세상으로 
한결같고 변화무쌍한 세계로 
평범하고 특별한 나에게로 

커피의 영감으로 
함께 가볼까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A CUP OF NEW WORLD 
제21회 서울카페쇼 2022
2022. 11. 23 - 26, 코엑스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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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아시아 최초의 커피 전시회로 시작하여 글로벌 대표 커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한

서울카페쇼는 21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 A Cup of the New World’라는 주제로

참가업체, 참관객을 대상으로 새 출발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영문 슬로건인 <A Cup of the World>에 새로움을 뜻하는 <New>를 추가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 의지를 강조했으며, 이번 행사 주제에 따라, 커피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희망찬 스토리를 담은 포스터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35개국 672개 3,533여 개 브랜드가 참가해 역대급 규모로 개최된 이번 전시는 커피를 비롯한 
식음료 문화 교류와 함께 업계 종사자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커피 시장의

트렌드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커피 전문 컨퍼런스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세계적인 바리스타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월드커피배틀’을 비롯해 각종 경연대회와 도심 속 커피축제인 ‘서울커피페스티벌’, 
커피업계의 인기제품과 신제품을 만날 수 있는 ‘체리스초이스’, 산업 종사자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엑셀런스 어워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산업, 지식, 문화가 융합된 플랫폼의 역할을 했습니다. 

A Cup of the New World
제21회 서울카페쇼

THE 21st SEOUL 
INT’L CAFE SHOW 
2022
NEW ERA, 
NEW START  

2022 공식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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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행  사  명 국문 : 제21회 서울카페쇼 2022
 영문 : The 21st Seoul International Cafe Show 
 약칭 : Cafe Show Seoul 2022  

기        간  2022년 11월 23일(수) ~ 26일(토), 4일간

시        간  11월 23일(수) ~ 25일(금) 10:00 ~ 18:00 (입장마감 17:30)

 11월 26일(토) 10:00 ~ 16:00 (입장마감 15:30)

장        소 서울 코엑스 전관 (A-E홀) 

주        관 엑스포럼, 리드엑시비션스

주        최 엑스포럼, 월간커피 

규        모  참가업체 35개국, 672개사, 3,533 브랜드, 2,120부스 
 참관객 73개국, 120,435명 (B2B :86,111명 / B2C:34,324명)

주        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A Cup of the New World 

전시품목 커피, 차, 베이커리, 원부재료, 디저트류, 아이스크림,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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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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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디  어        국내 

파  트  너        해외

국제인증

공식채널 www.cafeshow.com

cafeshowseoul

seoulcafeshow 

blog.naver.com/cafeshow

서울카페쇼

theseoulcafeshow

동시 개최 행사 제11회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제7회 서울커피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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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산업을 이끄는 커피리더와 함께

하는 지식과 정보교류의 장

EXHIBITION
식음료 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FESTIVAL
커피향 가득한 서울,

오감만족 도시문화축제

EVENT
최고의 바리스타를

향한 꿈의 경연무대

전체 일정

LATTE ART

 행 사 11/23(수) 11/24(목) 11/25(금) 11/26(토) 장 소

비즈니스 데이 퍼블릭 데이 A~E홀

2023년을 빛낼 신제품/인기제품 쇼케이스 「체리스초이스」 1층 A홀 로비

「카페쇼 엑셀런스

어워드」

온·오프 하이브리드 
쇼케이스 

「트렌드 언팩쇼 2023」
3층 D홀 스테이지

로스터리 카페 공동관 「커피 앨리」 3층 E홀

유튜버와 함께하는 「서울카페쇼 랜선투어」 전시현장 및 유튜브 채널

바이어 수출상담회 「카페쇼 비즈니스 라운지」
컨퍼런스룸 300호 

카페쇼 비즈니스 라운지
「KOTRA 글로벌 바이어 수출상담회」

「Amazon
해외진출 세미나」

컨퍼런스룸 308A

온라인 전시관 서울카페쇼 홈페이지

글로벌 세션 챔피언 세션

3층, 4층
컨퍼런스룸

프로페셔널 세션

오리진 어드벤처 세션

SCA 프로그램 ESTA 프로그램

서울 커피 스팟 서울 주요 카페

커피 라이브러리
B1층 코엑스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
커피토크

커피 아트 갤러리 3층 D홀 로비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3층 E홀 로비

친환경 캠페인 : 땡큐, 커피
3층 E홀 로비 및

1층 A-B 스윙스페이스

커피 음악회 3층 D홀 스테이지

월드 라떼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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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리아 커피 리그

LATTE ART

월드 커피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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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룸 3&4F

커피(생두, 원두), 로스터기, 제연기, 그라인더,
커피머신, 추출기구, 정수필터

장비설비, 원부재료,
포장재,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스페셜티커피, 로스터리 카페, 
커피머신 및 용품

차, 음료, 초콜릿, 디저트, 테이블웨어, 
인테리어, 매장설비

커피앨리(로스터리카페 공동관)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

Hall A 관람 종료입장1F 3F홀A 홀B 홀D 홀C 홀E

홀C 홀D 홀E

홀C 홀D 홀E

Hall B 관람 종료입장1F 3F홀B 홀A

Hall C 관람 종료입장3F 1F홀A 홀B

관람 동선

전시장 구성 및 관람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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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별 전시 품목

   HALL A

   HALL C

   HALL B

   HALL D

우리 카페 신메뉴 개발 도전! 카페에 경쟁력을 선사할 
장비·설비, 원부재료, 베이커리, 아이 스크림

커피원두 생두, 로스터기, 제연기, 그라인더, 커피머신, 추출기구, 
정수필터 등 완벽한 커피 한잔을 위한 모든 것

   HALL E
글로벌 로스터리카페들의 개성 넘치는 원두, 커피!

애프터눈 티파티에 온 것처럼 눈이 즐거운 공 간! 
차, 음료, 초콜릿, 디저트, 테이블웨어, 인 테리어

전세계 최고의 커피와 힙한 카페들이 한자리 에! 
스페셜티커피, 로스터리카페, 커피머신 및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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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Beverage, Chocolate, Dessert, Tableware, Interior, Cafe Equipment)

(Total Machine & Equipment, Raw Materials, Bakery, Ice cream) 

입구: 11/24 (목), 26(토)
출구: 11/23 (수), 25(금)

입구: 11/23 (수), 25(금)
출구: 11/24 (목), 26(토)

L

L

L

L

L

L

L

L

L

L

올라브

천지운 농업회사법인
농업

회사법인
하늘다리

투투박스 플랜티엠

자연터
티엠지
홀딩스

차합시다

SANTINI
FOODS

컷코

우신에프
에이엔티

유니
스토어

디자인북

키친앤키친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일롱

한국제다

힐카트
테일즈

카페
만월회

구티

푸카

상도
포장기계

강산농원
영농조합

법인

청정
제주녹차
수망다원

디엠피북스

합천생약가공
영농조합법인

소아다원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

네이처오다

은창
플러스

농업회사법인
지리산

상선암 차
후니팟

말렌카

옻칠채

마망갸또

그래놀라 하우스

리텍

리토스
커피츄

이풀약초
협동조합

제이드에프앤비

케익드라마

젠니혼주류

파미유

인클루시브
인터내셔널

씨앤지오민초

인크레더블

루마코리아

자몽나무

클레이튼

마이브레드

올차

디앙
스트로우

백학제다

피지에스
코리아

연우제다

새빛맥스에스지알팩

경기
한방꽃차
협동조합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스텍업

위솝

장바이오텍

스튜디오인

우리 오늘
달달해

리와인드
(아이엠그리너)

우리꽃
연구소

/맘껏푸드랩

룩아워티

글로벌제너레이션

TEA BAR
쟈드리

슬로패밀리

우정
베이크
웨어

더블스윗

에버티

휴

그린그림

비엠티엘
컴퍼니

투마루

위아루이

그릭오

봉숙

하임트리

티바인

유한회사
손모아

앙비떼

퍼스티아

셰프롬

댄싱사이더
컴퍼니

카페앤젤라또

꽃샘식품

OHKI로얄오차드

프레시코

와인드
와이어

꼬랑지
마카롱

서바나
도나쓰

성남산업진흥원

서울칩

아임홈
팩토리

본 바이오

올리버리

경도산업

코레쉬텍

페이히어

맘메이크
카페

플레이

그래인스
쿠키

꽃을담다

베이크플러스
/사벤시아

26도라인

페이장브레통

페르노리카
코리아

벤타코리아

큐앤비푸드

예온

파베스
코퍼레이션

헬로베이킹

피엔에스

보눔앞치마

유비

철은인터내셔날골든파트너스

서울팩토리

아로마라인

녹차원골든브라운

다질리언

티젠

삼주 티앤비리쉬티코리아선인
푸드레인

스미스티

써모스코리아루드헬스

다정

나인웨어

에스앤피
인터내셔널

올데이티
랑디저티하나퀴진나투라스실리만

대익인터내셔날
코리아

녹차원

티코리아

널담

세림향료

애플카인드

디자인농부

리치거

도재명차

돼지아저씨의
나무창고

농업
회사법인

대흥

큐캔시머

제이씨에스컴퍼니

로시퍼제스

라셀르대현종합상사

민영제지 쿠빙스그랜드우성동구전자팀에이치에스

지비씨디
마트

광명상사

HAELSSEN
 & 

LYON

SINGHA
FOOD

INDUSTRIES

신바드

카이저
제빙기

디앤피
스피리츠

제원인터내쇼날
서진

에프엔씨

지에프푸드

래미에프앤비

디앙뜨
마리브리자드

세원시스첸 돌핀 모닌 유니켐

스위트컵맥그로우
앤마리

델리팜미국육류수출협회

다정카페더진한

솜 인터내셔널

FOOD
GRAVITY

야긴
에프앤비

토탈에프앤비스파코리아
토탈

에프앤비
S&P

INDUSTRIES

나린
코퍼레이션

애니원에프앤씨 아르네코리아

아르네코리아레전드커피지에라

흥국에프앤비아임요

스파코리아

대아메탈

주멕스한국스메그코리아

칼라컵

베네치아
시럽
&소스

삼경
프라자

엔디쇼케이스

에취알에스

미건시스템

성유엔터프라이즈 스메그코리아

삼경프라자

서일

유니크 대성

정심식품스위트컵

흥국에프앤비

스위트컵

세경냉동

에프앤지
코리아

새남
에프앤비

아이버블티

블렌티

베스트
그린라이프

담꽃

삼양사 베덱넥스트바이오 대호식품 대호식품 셀플러스 오트리푸드 호시자키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청년창업사관학교)

성남산업진흥원

L

L

L

마카롱의
정석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인비저블
아이디어

원우글로벌

100%
대나무
빨대

모두모

농업회사법인
빛뜨락

우노스페이

보&봉

폰기프트

선진
로지스틱스

무애산방

쿠킹스토리

리틀티가든

블루피노

오프블랙
코리아

인티맥스-
휴다인

피에스
플러스

리앤비

홀랜더
초콜렛

L

L

L

L

L

L

L

아이라벨
&아이태그

여명가바차

창협물산

화진몰테크

한림사

오크
스트리트

팝꽃

묘차 나따오비까 아로마에프아이 농업회사법인
푸른나무

미국중서부동북부
식품수출협회

시즈오카현



13

(Specialty Coffee, Roastery Cafe, Coffee Machine & Goods) 

(Coffee, Roasting Equipment, Brewing Equipment, Espresso Machine, Grinder, Filter) 

입구: 11/24 (목), 26(토)
출구: 11/23 (수), 25(금)

입구: 11/23 (수), 25(금)
출구: 11/24 (목), 26(토)

Stage C-1Stage C-2

Stage D-1

성남산업진흥원

컨퍼런스룸 300호

BUSINESS LOUNGE

55도
커피로스터스

에이덴

하리오코리아

푸드머신코리아

HILLKOFF

카카오
패밀리

커피앤아트 라붐팩토리 에이덴

두리양행이알코퍼레이션
이알

코퍼레이션루와&스타루빈 두리양행

프라이스
클럽

카페솔루션(코만단테)

나무사이로

그레이
그리스트밀

TYPICA

맥파이
앤타이거

폴스웨이
커피

윈야드커피미업더 정진

커피
홀리데이

알레그리아 커피 로스터스

커피휘엘유리하다

디드릭 코리아

스프링온워드커피수작
컴퍼니

파스텔
커피웍스

로우키 커피
디 진테제

슈퍼말차

제네카페

드발롱 & 프로스터

대한다업

인텔리젠시아 커피

더반 베를린 로스터스트리니타스
커피로스터스

커피챕스

큐앤리브즈허스키프리퍼커피

팝로스터스

트리투바
안티오키아&아마티보

서울수퍼

울루루
커피

대림
목공예

후성
코퍼레이션

스탠딩커피
로스터즈

헬레닉
와인

월드탑
커피협동조합
(카페미곡창고)

빈스테이블

타넬

모호커피
로스터스

에레즈
코퍼레이션

글뤼바인 
/ 뱅쇼

소자매커피

소펙스코리아

커넥츠
커피

커피플랜트

리안컴퍼니 제너럴커피코디네이터
딜리코 코빈즈커피

보사노바
커피

로스터스

랩씨앤씨다인인코퍼레이션카페박스

묘약

상수현

QIMA
COFFEE

칼디 커피랩

이멕스테크

BSCA - 
BRAZILIAN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룰리커피
FUSO 

INTERNATIONAL

기센코리아

이에이
컴퍼니

뉴지
코리아

커만사
CAFE
DE

HONDURAS
세웅지씨

AGRICULTURE
AND FOOD

AUTHORITY - COFFEE 
DIRECTORATE

GUATEMALAN
COFFEES

지투에이

푹프레스 코리아PANAMA
GEISHA

CAFE DE
COSTA RICA

CAFFE'
CAGLIARI

SPA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

INDONESIA TRADE PROMOTION CENTER
ETHIOPIAN
COFFEE

ASSOCIATION
커피앤두

이디엠에스

BNK로스터즈

밀레니엄

한국코로나

BERO COFFEE SINGAPORE
엔케이지코리아

파라곤필터

리우
패밀리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두잉인터내쇼날

CAFE DE
COLOMBIA

PROCOLOMBIA - 
COLOMBIAN

GOVERNMENT

보나파르테커피

심팩

두리트레이딩

이지스터블레스빈

블레스빈

씨케이코퍼레이션즈 라마르조코 코리아 라마르조코 코리아

두리트레이딩

노블트리

더치프레소

가비트리

따벨라

엘로치오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기정인터내셔날

SUZHOU
INDUSTRIAL

PARK KALERM
ELECTRIC 

APPLIANCES 

엠에스에스
인터내셔널

커피세상

우도상역

다이나믹
통상

엑스와이지 씨케이코퍼레이션즈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스트롱홀드
테크놀로지

패러데이
커피

트루메이커

원인터시스템

원인터시스템대교통상나이스코리아임파트(베제라코리아)기센코리아

DUCHESS

하이브코리아

더플랜잇

월간커피

베라코리아

캠브로 / 성우테크

부자로스터

CUMBRES-IPURO BELMOCA ALUSENSE
-ALUMINIUM
CAPSULES

소프트팩

PERFECT
MOOSE

DECENT
ESPRESSO

EMBASSY OF INDIA뷸러

억셉트
커피

아로마빌
커피

코스트
커피

에티코GOPPION
CAFFE

지그

MYANMAR
COFFEE

ASSOCIATION

아이푸드넷

RAINFOREST
ALLIANCE

퍼즐락

문화개발

스카이
코리아

국제
씨에스

승화
피앤피

PRIMROSE
SERVICE

PROVIDER

케이필트로

PROMPERU

만델링
커피코리아 엘까페딸

MOCHA
ORIGINS
YEMEN

COFFEE
RAI KHUN

YING
INTERNATIONAL 아이비디에스

페사도58.5

EMBASSY OF
COTE D'IVOIRE

KOAM
TRADE
CORP.

PRO
ECUADOR

이레플러스

소닉더치코리아

L

L

L

L

L

L

L

L

L

L

L

마인드포지

가배놋

케이엘
인터네셔널
/코피코피

비에메종

커피텍
로스터스

IWCA
KOREA

시그니처 9

딜리전텍스

모으롱

/ SAKA
NO TOCHU

TASTIFY
.COM

소울페이퍼
&가네마츠

SCA
KOREA

베르크
로스터스

땡큐커피

비브레이브
커피 로스터즈

그라데이션
커피영앤도터스트레져스피카워크샵일디오커피

로스터스
땡큐

로스터스
딥블루레이크

커피&로스터스
브루노

사우르스

유의미커피
로스터즈카페플롬커피맛을

조금아는남자송도커피파이오니어
커피

플레임커피
로스터스

커피플리즈
로스터스

하우스
서울

랩에쏘
로스터리로작커피

기노스코
커피오월의숲

오버나잇
커피 로스터스헤베커피

마일스톤
커피 로스터스인더매스BALROG

COFFEE INC
마그마커피컬러드 빈사이먼 커피링키지커피

웻커피
로스터스

49TH PARALLEL
COFFEE

ROASTERS

호커스 포커스
로스터스

유에프오
커피

이드커피단일서울채스우드
커피

디폴트밸류TRUNK INC.리플렉트
커피

크로마이트
커피

리프커피
로스터스픽앤믹스오구

매뉴팩트
커피

인사이트
커피폰트디와이아이

워크샵체이스커피간결 커피
로스터스

니도
로스터리

코스피어DETECH
KONNAI

뉴웨이브커피
로스터스

히트커피
로스터스라바트리뉴스커피에스쿠도

커피

STEREOSCOPE
COFFEE

COMPANY
커피스니퍼율곡론트커피마비스커피윤시커피

로스터스크롭투컵

라까프
오멜라스

커피
에이치커피
로스터스린치핀이그니토

커피컴퍼니
에이엠에이

커피 로스터스카첸슈프룽아브라함
커피

퍼블릭 커피
로스터즈

기미사

업사이드
커피

궤도 커피
로스터스

레이지모먼트
커피스탠드

커피찾는
남자

블랙로드
커피

이미커피

프로토콜

김욱진커피
로스터즈

더삼촌

링크인커피앤
로스팅

히떼
로스터리

클라리멘토

글림
로스터스

커피
마켓어스

말릭커피

크레센도
커피로스터스

L
코스만

메이플시럽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CAFE
SHOW

LOUNGE

L

L

커피
아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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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A ~ E홀 전관,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진 서울카페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울카페쇼 관람을 위한 타입별 필수 관람 장소!

누구보다 먼저 신제품을 만나보고 싶은 커피업계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라면?

이런 제품 처음이야! 1층 A홀 로비에 위치한 서울카페쇼 신제품, 인기제품 쇼케이스 ‘체리스 초이스’에서 
2023년 커피 업계를 이끌어갈 NEW & HOT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1월 24일(목) 3층 D홀 무대에서는 ‘트렌

드 언팩쇼 2023’을 진행해 참가사 브랜드들의 따끈따끈한 신제품과 서울카페쇼가 직접 선정한 ‘2023 커피 
산업 트렌드 키워드’를 공개하며 트렌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서울카페쇼를 즐기고 싶다면?

제21회 서울카페쇼는 온·오프라인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쇼(Hybrid Show)로 전시 현장을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장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올해 서울카페쇼에서 만났던 35개국 672개 업체 3,533여개 브
랜드는 공식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시관’에서 1년 365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5인의 유튜브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한 ‘유튜브 랜선투어’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국내 전시회 최초로 카카오메이커스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

한 ‘온라인페어’는 전시회 이후 11월 30일까지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신선한 커피 생두부터 각종 추출 기구와 정수필터까지, 3층 C홀은 특히 업계 종사자와 예비창업자들에게 인
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3층 D홀, 글로벌 로스터리 카페들

의 개성 넘치는 커피로 가득했던 3층 E홀도 필수 방문 코스였습니다.

시그니처 음료와 디저트 개발 담당자라면?

1층 A, B홀은 카페 메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A홀에서는 각종 원부재

료부터 포장재와 토탈장비를, B홀에서는 다양한 디저트와 차를 선보여 1층은 신선한 인사이트를 발견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채로운 커피의 매력을 깊이 체험하고 싶은 커피 러버(Co�ee Lover)라면?

도심 속 글로벌 커피 문화 축제 ‘제7회 서울커피페스티벌’에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서울 커피 문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커피라이브러리와 커피토크는 전시홀을 넘어 스타필드 코엑스

몰 별마당도서관으로 무대를 옮겨 커피 문화에 관심을 가진 대중과 함께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커피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더 맛있는 커피로, 한층 더 깊은 세계로, 한층 더 나은 내일로 우리의 커피 
경험을 반올림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면?

3, 4층 컨퍼런스룸에서는 커피를 향한 남다른 학구열을 가진 분들과 함께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을 진행했습니

다.  ‘Co�ee & Relationships’를 주제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커피산업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글로벌 세션과 프
로페셔널 세션, 커핑 세션과 함께 산지의 원두를 직접 만나는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2022 WBC 우승자 앤소

니 더글라스와 함께 특별 기획된 챔피언 세션, SCA 국제 자격증과 ESTA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까지! 월드커피리더스포럼에서는 다양한 세션을 통해 커피에 대한 지식과 나만의 커피 경험을 업그레이

드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 목적별 관람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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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2,120부스  35개국 672개사 3,533브랜드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사 국가 (연도별 현황) 참가사 수 (연도별 현황)

73개국

(B2B 86,111명 + B2C 34,324명)

120,435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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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이태리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독일 인디아

라오스 일본

말레이지아 중국

미국 캄보디아

미얀마 캐나다

베트남 케냐

벨지움 코스타리카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스리랑카 콜롬비아

스위스 태국

싱가포르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엘살바도르 필리핀

영국 호주

온두라스 홍콩

이디오피아 　

행사 결과 (참가업체)

전시 품목 참가 국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중남아메리카

12.5% 15.1%

9.2%

9.2%

46.8%

3.9%

3.3%

커피 (30.1%)

차 (14.6%)

음료 (7.3%)

원부재료 (7.3%)

초콜렛 (4.9%)

디저트 (4.9%)

베이커리 (4.1%)

포장재/용기 (4.1%)

장비/설비 (1.6%)

프랜차이즈 (1.6%)
아이스크림 (0.8%)
인테리어 (0.8%)

기타 (8.9%)

   전시 품목 & 참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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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참가업체)

   Post-Show 설문 결과

참가 목적

브랜드 홍보

새로운 국내 바이어 물색

피드백 수집

기존 파트너와의 미팅

신제품 런칭

새로운 해외 바이어 물색

구매 상담, 신규 판로 개척

93.2

86.8

84.4

83.8

81.6

72.8

70.6

(매우 중요하다 - 100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 0점)

 *NPS(Net Promoter Score)  
   = 추천 고객 비율 (추천 의향 상위 40% 응답)  - 비추천 고객 비율 (하위 40% 응답)

74.1%

18.6%

7.3%

50.9%34.8% 

11.4%

64.3%
28.6%

4.8%

순 추천고객지수(NPS) 66.8 97.7% 차기 행사 재참가 희망참가업체 97.1% 이상 참가 만족

추천 의향

NPS

행사 만족도

Satisfaction Score
재참가 의향

Retention

추천 고객 

중립 고객 

비추천 

매우 만족 

만족 

어느정도 만족 

매우 그렇다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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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참관객)

   B2B / B2C 참관객 분류

   데이터 수집

서울카페쇼는 참관객의 행사 방문 목적에 따라 참가업체와 참관객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행
사 일정을 비즈니스 데이와 퍼블릭 데이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3 ~ 11/24 (비즈니스 데이)

대상 : B2B 참관객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업계 종사자, 바이어, 예비 창업자)

11/25 ~ 11/26 (퍼블릭 데이)

대상 : B2C 참관객 (다양한 커피 문화를 체험하고 커피 트렌드를 확인하고 싶은 일반 참관객)

[1차] 참관객 입장 등록

전시장 입장 시 모든 참관객이 필수적으로 입력한 데이터

•응답 기간 : 11/23 ~ 11/26 (4일간)

•응답 방법 : 온라인

•응답 수 : 120,435명

[2차] Post Show 설문

행사 후 참여를 희망하는 참관객에 한해 진행한 설문 결과 데이터

•응답 기간 : 12/10 ~ 12/18 (9일간)

•응답 방법 : 온라인

•응답 수 : B2B 332명 / B2C 2,144명 / Total 2,476명

B2B 참관객

86,111명

B2C 참관객

34,324명 Total
120,435명

28.5%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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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참관객)

   참관객 기본 정보

인구 통계학적 특성 (B2B, B2C) 

성별

내국인 참관객 거주 지역

연령대

해외 참관객 출신 대륙

30대

20대

40대

50대

10대 이하/
60대 이상

38.7%

29.4%

17.2%

9.8%

5%
남성

42.1%
여성

57.9%

오세아니아 1.4%

제주

2.8%

서울

39.5%

경기/인천

24.7%

강원

3.6%

대구/경북

4.6%

대전/충청/세종

8.6%

부산/경남

9.6%
광주/전라

6.6%

아시아

49.0%

북아메리카

24.4%

유럽 17.5%

남아메리카 4.7%

아프리카 2.9%



20

   참관객 기본 정보

행사 결과 (참관객)

B2B 참관객 유형 분석

B2B 참관객 방문 목적

종사 업태

종사 업종

업계 동향파악 

구매 상담

신규 거래선 확보

기존 거래선 방문

차기년도 참가검토

부대행사 참여

서비스업

제조업

유통업·도소매 

수출입·무역업

카페

제조업체

유통/무역업체

외식/프랜차이즈

온라인쇼핑몰/소셜커머스/홈쇼핑

협단체/기관

34.0%

32.2%

19.7%

8.4%

5.2%

0.5%

51.2%

22.3%

16.3%

10.2%

52.4%

21.1%

11.4%

9.6%

3%

2.4%

업계 종사자 및 바이어 
75.3%

예비 창업자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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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참관객)

   Post-Show 설문 결과 (B2B, B2C)

관심 품목

커피

차

베이커리

원부재료

아이스크림

초콜릿

음료/주류

장비/설비

인테리어

프랜차이즈/창업

주방가전

외식산업

기타

20.8%

11.4%

12.3%

10.8%

5.0%

4.3%

7.0%

10.6%

5.6%

2.9%

5.3%

3.6%

0.3%

26.8%

16.0%

13.8%

6.0%

3.3%

5.4%

7.7%

8.0%

3.2%

3.1%

4.3%

2.1%

0.3%

B2B B2C

68.1%7.6%

27.3%

73.5%

14.5% 

12.0%

91.3%

5.9%

0.9%

추천

비추천

중립

매우 만족 / 만족

어느정도 만족

불만족

매우 그렇다 /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순 추천고객지수(NPS) 61.2% 97.1% 차기 행사 재방문 희망참관객 87.9% 이상 참관 만족

추천 의향

NPS

행사 만족도

Satisfaction Score
재참가 의향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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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번호 업체명

L308 가배놋

C316 가비트리

E409 간결 커피 로스터스

B234 강산농원 영농조합법인

B357 경기한방꽃차협동조합

B429 경도산업

B609 골든브라운

S111 ㈜골든파트너스

A949 ㈜광명상사

C510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

B229 주식회사구티

C325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C944 ㈜국제씨에스

E103 궤도 커피 로스터스

E106 그라데이션커피

B321 그래놀라 하우스

B441 그래인스 쿠키

A721 ㈜그랜드우성

D125 그레이그리스트밀

B347 그릭오

B333 그린그림(주)

B364 글로벌제너레이션

D515 글뤼바인 / 뱅쇼

E117 글림 로스터스

E211 기노스코커피

E101 기미사

C773, C777 기센코리아

C333 ㈜기정인터내셔날

E122 김욱진커피 로스터즈

B419 꼬랑지마카롱

B533 꽃샘식품

B447 주식회사꽃을담다

B121 나따오비까

A607 ㈜나린코퍼레이션

D122 나무사이로

C549 주식회사나이스코리아

B517 나인웨어

B557 ㈜나투라스

 부스번호 업체명

L124 널담

B245 ㈜네이처오다

A851 넥스트바이오(주)

C425 ㈜노블트리

B504, B601 녹차원㈜

E506 뉴스커피

E503 뉴웨이브커피로스터스

C108 뉴지코리아(주)

E408 니도 로스터리

C110 다이나믹통상

D401 ㈜다인인코퍼레이션

B509 주식회사다정

A941 다정카페

B619 다질리언

E309 단일서울

A711 ㈜담꽃

C473 ㈜대교통상

D548 대림목공예

A335, A449 대상에프앤비

A101 대아메탈

B525 대익인터내셔날코리아

D377 대한다업

A910 ㈜대현종합상사

A761, A769 주식회사대호식품

L133 농업회사법인대흥(주)

B341 댄싱사이더 컴퍼니

D351 ㈜더 정진

D143 더반 베를린 로스터스

B373 주식회사더블스윗

E121 더삼촌

A942 더진한

C309 더치프레소

C920 ㈜더플랜잇

A651 델리팜

L131 도재명차

A933 돌핀

A817 주식회사동구전자

Cherry’s Choice   
서울카페쇼가 선정한 혁신/인기 제품

Made in Korea   
대한민국 제조기술을 바탕으로한 전시 출품

Green Booth   
서울카페쇼 에코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그린 부스

참가사 리스트 (ㄱㄴㄷ 순)

1 참가사 리스트

   1 - 1



23

 부스번호 업체명

L132 돼지아저씨의 나무창고

C437, C525 두리 트레이딩

D233, D341 ㈜두리양행

C749 두잉인터내쇼날

D361 드발롱 & 프로스터

D138 디 진테제

D155 디드릭 코리아

B225 디앙 스트로우

A932 디앙뜨

A731 디앤피 스피리츠

B240 디엠피북스

E411 디와이아이워크샵

L129 디자인농부

B131 디자인북

E401 디폴트밸류

L312 딜리전텍스

D409 딜리코

E112 딥블루레이크 커피&로스터스

C310 따벨라

E111 땡큐로스터스

E009 땡큐커피

E131 라까프

C449, C533 라마르조코 코리아

E505 라바트리

D425 라붐팩토리

A810 라셀르

B549 랑디저티

A826 래미에프앤비

D101 랩씨앤씨

E213 랩에쏘 로스터리

E104 레이지모먼트 커피스탠드

A611 주식회사레전드커피

A521 ㈜로시퍼제스

B409 로얄오차드

D138 로우키 커피

E212 로작커피

E511 론트커피

B145 루드헬스

B215 루마코리아

D526 루와&스타루빈

B371 룩아워티

S304 룰리커피

A526, A641 르쎄떼

B633 ㈜리쉬티코리아

D507 ㈜리안컴퍼니

L123 ㈜리앤비

B323 리와인드 (아이엠그리너)

C742 ㈜리우패밀리

L130 리치거

B314 주식회사리텍

B313 리토스 커피츄

L101 리틀티가든

E405 리프커피 로스터스

E403 리플렉트커피

 부스번호 업체명

E128 린치핀

E120 링크인커피앤로스팅

E307 링키지커피

E304 마그마커피

A926 마리브리자드

B327 마망갸또

E510 마비스커피

B217 마이브레드

L310 ㈜마인드포지

E301 마일스톤 커피 로스터스

L121 마카롱의정석

C719 만델링커피코리아

B251 말렌카

E115 말릭커피

B443 맘메이크

E414 매뉴팩트커피

A533 맥그로우앤마리

D136 맥파이앤타이거

A833 모닌

L113 주식회사모두모

L311 모으롱

D420 모호커피로스터스

D538 묘약

B123 묘차

A327 무림페이퍼㈜

L109 무애산방

C938 주식회사문화개발

A401 ㈜미건시스템

A751 미국육류수출협회

B115 미국중서부동북부식품수출협회

A625 주식회사민영제지

C819 ㈜밀레니엄

B226 백학제다

A209 베네치아 시럽 & 소스

A849 ㈜베덱

C913 ㈜베라코리아

E013 베르크로스터스

A909 ㈜베스트그린라이프

B450 베이크플러스/사벤시아

B141 ㈜벤타코리아

L118 보&봉

C618 보나파르테커피

B132 보눔앞치마

D107 보사노바커피로스터스

B426 본 바이오

B348 주식회사봉숙

C907 부자로스터

C501 ㈜뷸러

E113 브루노사우르스

E133 블랙로드커피

C621, C631 ㈜블레스빈

A816 블렌티

L102 블루피노

E105 비브레이브 커피 로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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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번호 업체명

L309 비에메종

B332 비엠티엘컴퍼니

C737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D422 빈스테이블

E306 사이먼 커피

A210, A317 삼경프라자

A967 삼양사

B625 삼주 티앤비㈜

B233 ㈜상도포장기계

D537 ㈜상수현

A113 새남에프앤비(주)

B362 ㈜새빛맥스

B417 서바나도나쓰

D549 서울수퍼

B422 서울칩

S132 서울팩토리

A325 ㈜서일

A825 서진에프엔씨

B641 ㈜선인

L108 선진 로지스틱스

B417, B425, 
D417

(재)성남산업진흥원

A413 ㈜성유엔터프라이즈

A103 세경냉동

L127 ㈜세림향료

A221, A473 세미기업

C302 세웅지씨

A936 ㈜세원시스첸

A661 셀플러스

B342 셰프롬

C503 ㈜소닉더치코리아

B241 소아다원

L303 소울페이퍼 &가네마츠

D516 소자매커피

D513 ㈜소펙스코리아

C405 소프트팩

B345 유한회사손모아

A841 솜 인터내셔널(주)

E204 송도커피

D249 슈퍼말차

A301, A309 스메그코리아

B649 스미스티

A343, A461, 
A531

스위트컵

C940 스카이코리아

A513 스타리온

D542 스탠딩커피 로스터즈(주)

B336 ㈜스텍업

B339 스튜디오인

C465, C541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A801, A901 주식회사스파코리아

D531 스프링온워드

B370 슬로패밀리

C942 승화피앤피(주)

 부스번호 업체명

L313 시그니처9

B112 시즈오카현

A955 ㈜신바드

B561 실리만

C614 심팩

B659 써모스코리아주식회사

B207 주식회사씨앤지

C641, C651 씨케이코퍼레이션즈 주식회사

B147 아로마라인

C105 아로마빌커피

B118 ㈜아로마에프아이

A501, A507 아르네코리아㈜

E124 아브라함커피

L305 아이더블유씨에이코리아

L138 아이라벨&아이태그

A809 ㈜아이버블티

C713 아이비디에스

C933 주식회사아이푸드넷

A631 아임요

B427 아임홈팩토리

D160 안티오키아 & 아마티보

D441 알레그리아 커피 로스터스

B344 앙비떼

A601 ㈜애니원에프앤씨

L128 애플카인드

A964 ㈜야긴에프앤비

C101 ㈜억셉트커피

E102 업사이드커피

D419 에레즈코퍼레이션

B335 에버티

B519 ㈜에스앤피인터내셔널

B368 주식회사에스지알팩

E507 에스쿠도 커피

D321, D331 ㈜에이덴

E126 에이엠에이커피 로스터스

E129 에이치커피로스터스

A213 ㈜에취알에스

C901 에티코

A107 에프앤지코리아

C761 엑스와이지

A217 엔디쇼케이스

C728 엔케이지코리아 주식회사

C720 엘까페딸

C317 엘로치오

D209, D311 ㈜엠아이씨홀딩스

D201, D301 ㈜엠아이커피

C209 엠에스에스인터내셔널

L135 여명가바차

B379 연우제다

E107 영앤도터스

B138 주식회사예온

E407 오구

E130 오멜라스커피

B209 오민초



25

 부스번호 업체명

E209 오버나잇 커피 로스터스

E210 오월의 숲

A425 오진양행

L140 오크스트리트

B128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A349 ㈜오트리푸드

D241 오틀리

L104 오프블랙코리아

B541 ㈜올데이티

B425 올리버리

B222 올차

B253 옻칠채

B420 와인드와이어(주)

E009 요크

L116 우노스페이

C217 ㈜우도상역

B340 우리 오늘 달달해

B358 우리꽃연구소 / 맘껏푸드랩

B257 우신에프에이엔티

B376 우정베이크웨어 주식회사

D546 울루루커피

L112 원우글로벌

C341, C347 원인터시스템

C925 월간커피

D539 월드탑커피협동조합(카페미곡창고)

E314 웻커피 로스터스

B337 위솝

B346 위아루이

D132 윈야드

B124 유기농 오일&발사믹 올라브

B263 유니스토어

A741 유니켐

A333 ㈜유니크대성

D445 유리하다

B149 ㈜유비

E311 유에프오커피

E201 유의미커피로스터즈

E509 윤시커피로스터스

E512 율곡

B246 은창플러스

E127 이그니토 커피컴퍼니

E310 이드커피

C807 이디엠에스

C505 이레플러스

S334 ㈜이멕스테크

E134 이미 커피

C325 주식회사이안스푸드글로벌

D433, D525 이알코퍼레이션(주)

C107 주식회사이에이컴퍼니

C517 이지스터

B318 이풀약초협동조합

E302 인더매스

L111 인비저블아이디어(주)

E413 인사이트커피

 부스번호 업체명

B211 ㈜인크레더블

B205 ㈜인클루시브인터내셔널

D371 인텔리젠시아 커피

L106 인티맥스-휴다인

E110 일디오커피로스터스

B126 일롱

C661 임파트(베제라코리아)

B221 자몽나무

B250 자연터

B338 장바이오텍(주)

S311 쟈뎅

A341 ㈜정심식품

D409 제너럴커피코디네이터

D253 제네카페

A733 제원인터내쇼날

B311 ㈜제이드에프앤비

A945 제이씨에스컴퍼니

B301 ㈜젠니혼주류

A201 주멕스한국

L115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빛뜨락

B351 주한스리랑카대사관

B331, B3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C946 지그

B248 농업회사법인지리산 상선암 차

A525 지비씨디 마트

A712 지에라

A832 ㈜지에프푸드

C419 지투에이

B256 차합시다

L137 창협물산(주)

E308 채스우드커피

B109 천지운㈜ 농업회사법인

S113 철은인터내셔날(주)

B239 청정제주녹차 수망다원

E410 체이스커피

A959 ㈜카이저제빙기

E125 카첸슈프룽

D521 ㈜카카오패밀리

B227 카페 만월회

D501 카페박스

D119 카페솔루션(코만단테)

S131 카페앤젤라또

B445 카페플레이

E202 카페플롬

S331 주식회사칼디 커피랩

A205 ㈜칼라컵

C205 주식회사칼렘코리아

C910 캠브로 / (주)성우테크

D509 커넥츠커피

C201 커만사

E513 커피 스니퍼

E116 커피마켓어스

E203 커피맛을조금아는남자

D244 커피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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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3 커피세상

D533 커피수작컴퍼니

L315 커피아트갤러리

C801 주식회사커피앤두

D519 커피앤아트

D227 커피앳웍스

E132 커피찾는남자

D259 커피챕스

L306 커피텍로스터스

E011 커피트레이닝 스테이션

D113 ㈜커피플랜트

E207 커피플리즈 로스터스

D444 커피홀리데이

D446 커피휘엘

E305 컬러드 빈

B261 컷코

L301 케이엘인터네셔널 / 코피코피

C703 케이필트로(주)

B303 ㈜케익드라마

B432 ㈜코레쉬텍

D108 코빈즈커피

L314 코스만 메이플시럽

C922 코스트커피

E501 코스피어

A621 쿠빙스

L110 쿠킹스토리

D149 큐앤리브즈

B140 주식회사큐앤비푸드

L134 큐캔시머

E114 크레센도 커피로스터스

E404 크로마이트커피

E508 크롭투컵

E118 클라리멘토

B219 클레이튼

B130 키친앤키친

D417 타넬

S101 타바론 티

A605, A701 ㈜토탈에프앤비

B331 ㈜투마루

B105 투투박스

E108 트레져스

C469 트루메이커

D257 트리니타스 커피로스터스

D160 트리투바

B350 티바인

B254 티엠지홀딩스

B617 티젠

B501 ㈜티코리아

A917 팀에이치에스

C725 파라곤필터

B201 주식회사파미유

B136 ㈜파베스코퍼레이션

D137 파스텔커피웍스

E205 파이오니어커피

 부스번호 업체명

L136 팝꽃

D376 팝로스터스

C464 패러데이커피

E123 퍼블릭 커피 로스터즈

B343 퍼스티아

C937 ㈜퍼즐락

B457 ㈜페르노리카 코리아

C713 페사도58.5

B459 페이장브레통

B433 페이히어

L119 폰기프트

E412 폰트

D131 폴스웨이커피

B641 푸드레인

D217 주식회사푸드머신코리아

B113 농업회사법인푸른나무주식회사

B236 푸카

C413 주식회사푹프레스 코리아

D550 프라이스클럽

B410 ㈜프레시코

E135 프로토콜

D153 프리퍼커피

B101 플랜티엠

E206 플레임커피 로스터스

L107 주식회사피에스플러스

B133 ㈜피엔에스

B231 피지에스코리아(주)

E109 피카워크샵

E406 픽앤믹스

B553 하나퀴진 주식회사

B108 농업회사법인㈜하늘다리

D225 하리오코리아 주식회사

E214 하우스서울

C923 하이브코리아

B349 하임트리

B242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

C461 한국맥널티㈜

B125 한국제다

S121 한국쥬맥스㈜

C825 한국코로나(주)

L141 한림사

B237 합천생약가공영농조합법인

D152 허스키

E208 헤베커피

D540 헬레닉와인

B134 헬로베이킹

A119 호시자키한국(주)

E312 호커스 포커스 로스터스

L122 홀랜더 초콜렛

L142 ㈜화진몰테크

B249 후니팟

D544 후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B334 휴

A437, A519 흥국에프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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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9 히떼로스터리

E504 히트커피 로스터스

B324 힐카트 테일즈

L114 100% 대나무 빨대

B449 26도라인

E313 49TH Parallel Co�ee Roasters

D418 55도커피로스터스

C423 AGRICULTURE AND FOOD AUTHORITY-
COFFEE DIRECTORATE

C710 ALUSENSE - ALUMINIUM CAPSULES

C401 ASHWA INC

E303 BALROG COFFEE INC

C709 BELMOCA

C728 BERO COFFEE SINGAPORE

C813 ㈜BNK로스터즈

S301 BSCA - BRAZILIAN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C613 CAFE DE COLOMBIA

C516 CAFE DE COSTA RICA

C301 CAFE DE HONDURAS

C509 CAFFE' CAGLIARI SPA

B402 CITADELLE MAPLE SYRUP PRODUCERS' 
COOPERATIVE

B657 CJ제일제당

C722 COFFEE RAI KHUN YING 
INTERNATIONAL CO.,LTD

C707 CUMBRES - IPURO

B402 DANESON

C409 DECENT ESPRESSO

E502 DETECH KONNAI

C919 DUCHESS CO.,LTD.

B402 EGGSOLUTIONS VANDERPOL'S

C717 EMBASSY OF COTE D'IVOIRE

C401 EMBASSY OF INDIA

B354 EMPIRE TEAS (PVT) LTD

C803
ETHIOPIAN COFFEE ASSOCIATION 
(FORMERLY ETHIOPIAN COFFEE 
EXPORTERS ASSOCIATION)

A962 FOOD GRAVITY CO., LTD.

S304 FUSO INTERNATIONAL

C903 GOPPION CAFFE

C430 GUATEMALAN COFFEES

A953 HAELSSEN & LYON

D522 HILLKOFF CO.,LTD.

B352 HVA FOODS PLC

C601 INDONESIA TRADE PROMOTION 
CENTER

C716 KOAM TRADE CORP.

B402 LYNN & LIANA DESIGNS

B402 MAPLE 3

C721 MOCHA ORIGINS YEMEN

C935 MYANMAR COFFEE ASSOCIATION

B402 NEXTEN PRO INC./MINIMAL

B401 OHKI CO.,LTD.

C417 PANAMA GEISHA

C404 PERFECT MOOSE

C931 PRIMROSE SERVICE PROVIDER PLC

C715 PRO ECUADOR

 부스번호 업체명

C611 PROCOLOMBIA - COLOMBIAN 
GOVERNMENT

C701 PROMPERU

D503 QIMA COFFEE

C936 RAINFOREST ALLIANCE

B355 REGENCY TEAS / HYLEYS CEYLON TEA

B402 ROGERS FOOD

A604 S&P INDUSTRIES SDN BHD

C721 SAKA NO TOCHU CO., LTD.

B259 SANTINI FOODS, INC.

E015 SCA KOREA

A954 SINGHA FOOD INDUSTRIES (THAILAND) 
CO., LTD.

B351 SRI LANKA TEA BOARD

E514 STEREOSCOPE COFFEE COMPANY

C205 SUZHOU INDUSTRIAL PARK KALERM 
ELECTRIC APPLIANCES CO.,LTD

L304 TASTIFY.COM

B361 TEA_BAR_쟈드리

B402 THE EMBASSY OF CANADA

E402 TRUNK INC.

D126 TYPICA

B353 U.H.E EXPORTS (PVT) LTD

서울카페쇼 온라인 전시관

서울카페쇼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시관에서 제21회 서울카

페쇼에 참가한 35개국 672개 업체 3,533여 개 브랜드를 1년 
365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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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13

E104

E108

E112

E116

E120

E124

E128

E132

E101

E105

E109

E113

E117

E121

E125

E129

E133

E102

E106

E110

E114

E118

E122

E126

E130

E134

E103

E107

E111

E115

E119

E123

E127

E131

E135

세계 각지의 힙한 로스터리 카페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커피앨리는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국내 로스터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서울카페쇼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커피앨리 론칭 이후 역대급 규모인 92개 로스터리 카페들이 참여하여 개성 넘치는 원두를 선보였습니다.

로스터리 카페 공동관, 커피앨리

11월 23일(수) ~ 26일(토), 4일간

3층 E홀
국내·외 92개 로스터리 카페  

일 시
장 소
참가 규모

HY
TTE

ROA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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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크 로스터스 기미사 업사이드커피 궤도 커피 로스터스

레이지모먼트 커피스탠드 비브레이브 커피 로스터즈 그라데이션커피 영앤도터스

트레져스 피카워크샵 일디오커피로스터스 땡큐로스터스

딥블루레이크 커피&로스터스 브루노사우르스 크레센도 커피로스터스 말릭커피

커피마켓어스 글림 로스터스 클라리멘토 히떼로스터리

링크인커피앤로스팅 더삼촌 김욱진커피 로스터즈 퍼블릭 커피 로스터즈

아브라함커피 카첸슈프룽 에이엠에이커피 로스터스 이그니토 커피컴퍼니

린치핀 에이치커피로스터스 오멜라스커피 라까프

커피찾는남자 블랙로드커피 이미 커피 프로토콜

커피앨리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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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01

E205

E209

E213

E303

E307

E311

E401

E405

E409

E413

E503

E507

E511

E202

E206

E210

E214

E304

E308

E312

E402

E406

E410

E414

E504

E508

E512

E203

E207

E211

E301

E305

E309

E313

E403

E407

E411

E501

E505

E509

E513

E204

E208

E212

E302

E306

E310

E314

E404

E408

E412

E502

E506

E510

E514

  

IDEE COFFEE

유의미커피로스터즈 카페플롬 커피맛을조금아는남자 송도커피

파이오니어커피 플레임커피 로스터스 커피플리즈 로스터스 헤베커피

오버나잇 커피 로스터스 오월의 숲 기노스코커피 로작커피

랩에쏘 로스터리 하우스서울 마일스톤 커피 로스터스 인더매스

BALROG COFFEE INC 마그마커피 컬러드 빈 사이먼 커피

링키지커피 채스우드커피 단일서울 이드커피

유에프오커피 호커스 포커스 로스터스 49TH Parallel Co�ee Roasters 웻커피 로스터스

디폴트밸류 TRUNK INC. 리플렉트커피 크로마이트커피

리프커피 로스터스 픽앤믹스 오구 니도 로스터리

간결 커피 로스터스 체이스커피 디와이아이워크샵 폰트

인사이트커피 매뉴팩트커피 코스피어 DETECH KONNAI

뉴웨이브커피로스터스 히트커피 로스터스 라바트리 뉴스커피

에스쿠도 커피 크롭투컵 윤시커피로스터스 마비스커피

론트커피 율곡 커피 스니퍼 STEREOSCOPE COFFE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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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앨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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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업계 안팎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5인과 함께 서울카페쇼 구석구석을 투어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큐레이션 해 원하는 부스를 방문하여 참가 브랜드 및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유튜버들의 재치 있는 입담과 센스 있는 꿀팁으로 가득했던 랜선투어,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 보세요!

일시    11월 23일(수) ~ 26일(토), 4일간

장소    서울카페쇼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전시 현장

참여 유투버

노유민 (방송인, 노유민코페 대표) 
앤소니 더글라스 (2022 월드바리스타챔피언)

김승백 (2022 코리아 브루어스컵 챔피언

강민서 (인사이트커피 대표)

김은정 (카멜리아킴 티컨설팅 대표)

2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노유민 코페 노사장과 함께하는 서울카페쇼 커피 머신투어 김승백 코리아 브루어스컵 챔피언과 함께하는

“스페셜한 서울카페쇼 스페셜티 커피 투어”

김은정 티마스터와 티마스터! @서울카페쇼

2022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앤소니 더글라스와 함께하는

“서울카페쇼 월드 커피 투어”!

인사이트커피 강민서 대표가 콕 집어주는 카페 창업 A-Z

랜선투어 다시보기

유튜브 랜선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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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회 최초로 카카오메이커스와 협업해 ‘서울카페쇼 X 카카오메이커스 온라인페어‘를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신생 기업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제품/브랜드를 홍보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일 시   11월 23일(수) ~ 30일(수)
장 소   카카오메이커스 내 ‘카페쇼’탭

주 관   서울카페쇼, 카카오메이커스

참 여   서울카페쇼 참가업체 중 신규브랜드 42개 / 총 방문자 수 약 2만 명 / 총 구매자 수 약 6천 명

카카오메이커스 온라인페어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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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번호 순으로 정렬

A221, A473
리얼 고구마의 풍부한 맛을 그대로! 
1) 베버시티 군고구마베이스 - 국내산 고당도 영암 
고구마 19.5% 함유(총 고구마 함량 40.5%) - 로
스팅한 고구마의 깊은 풍미와 영암산 고구마의 달
콤한 조화 - 액상타입의 베이스로 간편한 제조 
2) 베버시티 자색고구마베이스 - 국내산 해남 자색

고구마 17% 함유(총 고구마 함량 37%) - 안토시

아닌 성분이 풍부한 깊고 진한 자색고구마의 풍미 
- 액상타입의 베이스로 간편한 제조

세미기업

+82-2-588-4755

베버시티 고구마베이스

A301, A309
아이코닉한 50년대 스타일의 디자인과 기술의 조
합으로 탄생한 스메그 핸드믹서를 소개합니다. 
LED 디스플레이를 반영하여 작업 속도와 시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두 개의 버튼으로 
9단계의 속도와 강력한 터보 기능을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스타일과 
다양한 컬러의 스메그 핸드믹서를 만나보세요.

스메그코리아

+82-2-413-9568

스메그 핸드믹서 

A335, A449
파우더를 액상으로, 녹지 않는 파우더는 이제 그
만! 이지라떼는 음료 제조시 파우더 사용의 불편함

을 개선한 액상형 라떼 베이스 입니다. 뜨거운 물, 
블랜더, 거품기 사용 없이 찬 우유에도 잘 녹는 이
지라떼! 당신의 카페에 여유를 더해드립니다. 
[이지라떼 7종] 토피모카, 밀크티, 바닐라, 코코넛, 
크림치즈, 콘버터

대상에프앤비

+82-2-3290-8732

복음자리 이지라떼 

NEW 

‘체리스 초이스’는 커피 열매인 ‘체리’의 선택이라는 뜻으로, 
업계 히트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쇼케이스입니다. 
2023년을 빛낼 혁신적인 신제품(NEW)과 2022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산업 내 
스테디셀러 히트제품(HOT)을 한자리에 모아 커피 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체리스 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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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제품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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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9
오트리푸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All Purpose' 
다용도 과일잼입니다. 파티시에와 바리스타를 위
해 탄생한 프로페셔널 잼 라인으로 과육의 싱싱함

을 그대로 유지하는 '프리저브' 공법을 사용하여 과
일 본연의 맛을 그대로 구현하고 높은 표면 장력을 
지녀 베이커리 스프레드 사용 시 밀리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과일잼에 다이스 한 과육이 잘 어우러진 
청크잼은 베이커리 필링과 디저트 토핑 및 과일 라
떼와 에이드 등의 음료 베이스로 다양한 베이커리

와 카페 음료 제품 모두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오트리푸드

+82-2-412-5268

오트리푸드 청크잼 

A425
스위스 전자동머신 브랜드 써모플랜의 새로운 
Black&White4 Neo는 2022년 레드닷 디자인 어
워드 수상에 빛나는 혁신적인 디자인, 써모플랜만

의 특허받은 뛰어난 밀크폼 기술 완벽 구현, 어떠

한 공간과 사용목적에도 잘 어울리는 완벽한 확장

성, 그리고 누구나 바리스타급 고품질의 커피 서비

스를 가능하게 하는 스위스산 전자동 커피머신입

니다.

오진양행

+82-2-2057-6721

써모플랜 블랙&화이트4 네오 

A526, A641
프랑스어로 '레시피'를 뜻하는 말인 'RECETTE'는 
카페 경영주에게 다양한 음료를 간편한 OP를 통해 
고객에게 맛있게 제공할 수 있는 '레시피 솔루션'을 
제안하는 차별화된 '카페 토탈 솔루션' 입니다.

르쎄떼

+82-2-3397-6232

르쎄떼 음료베이스&베이커리 

A621
쿠빙스 상업용 오토 진공 블렌더 'Chef CB1000'은 
이름에 걸맞게 카페, 호텔, 주스바 등 상업용 환경

에서 사용하기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세계 최초로 
방음커버의 자동개폐 기능을 적용한 업소용 블렌

더로, 원터치 한 번으로 진공과 초고속 블렌딩, 방
음커버 오토개폐 기능까지 음료를 만드는 모든 과
정을 편리하게 구현합니다. 35개의 레시피 프로그

램이 내장되어 있으며, 5개의 프리셋 버튼으로 누
구나 조작이 간편합니다. <2022 미국·독일 키친

이노베이션 수상>

쿠빙스

+82-53-665-5255

쿠빙스 상업용 오토 진공블렌더 
CB1000KC 

A661
익스(EX)는 스위트페이지(SweetPage)의 새로운 
라인업입니다. 베버리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저

트 메뉴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즈 소스로, 다
양하고 유니크한 레시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원
재료가 가진 최상의 맛을 압축하고, 대중이 좋아하

는 향미의 포인트를 담아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초
코익스, 카라멜익스등 작년에 출시된 익스5종에 
이은 호두/아몬드의 고소한 맛과 풍미를 가득 담은 
리얼 베이스로 다양한 음료에 활용 가능합니다.

셀플러스

+82-2-591-9583

스위트페이지 아몬드 익스&
호두 익스 

A712
2022 서울카페쇼에서 첫선을 보이는 "지에라 브
리오" 시리즈! 2023년형 지에라 신제품인 지에라 
브리오 시리즈는 내/외장재 및 디자인까지 풀체인

지 되어 출시되었습니다. 기능 및 내구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완벽한 베이킹에 최적화 
설계되어 가정, 교육장, 디저트샵 등 어느 곳이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에라

+82-31-796-0648

브리오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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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3
피부와 건강을 생각한 이너뷰티 티 세트 구성으로 
좋은 원료와 영양원만을 선별하고 분석하여 만든 
상품입니다. 유기농 국내산 원료로 수색 티의 변화

된 프리미엄 블렌딩과 블라썸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섯가지 수색에 맞은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고급

스러운 디자인을 이용하여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의 감성과 감정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
성으로 취향, 기분에 따라 선택하여 즐길 수 있으

며, 내몸의 컨디션에 여유를 주는 블렌딩 세트로만 
구성되어, 현대인의 필수적인 나와 너를 위한 티입

니다.

㈜피엔에스

+82-2-3431-9117

올온 블렌딩티 세트 

B211
Gr+ 프로틴 그래놀라 시그니처 / 카카올로지 / 
시나몬 그라놀로지 플러스는 GRANO(곡물) + 
OLOGY(학문) ‘곡물학’이라는 뜻의 그라놀로지

에 100% 식물성 원재료를 기반으로한 풍부한 단
백질과 영양을 PLUS+ 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추구하는 올인원 헬스 & 뷰티 간편식 
브랜드입니다. 까다롭게 엄선한 식물성 원재료와 
자체적으로 연구한 레시피로 맛과 영양, 건강과 간
편함까지 갖춘 건강하고 미래 지속적인 데일리 간
편식단입니다. 그라놀로지 플러스로 오늘의 한 끼
를 플러스+ 하세요!

㈜인크레더블

+82-2-6052-8837

Gr+ 프로틴 그래놀라 3종 힐카트 테일즈 블러드 오렌지 

B334
레버프레소 프로는 레버프레소(Leverpresso)의 
금속버전으로, 레버를 이용하여 전기없이 수동으

로 투샷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커
피 추출기 입니다. IMS 필터 바스켓이 탑재되어 있
어 더 깔끔하고 농후한 샷을 추출할 수 있고, 압력

계가 있어 압력을 확인하며 추출할 수 있으며, 적
은 힘으로도 멋진 크레마가 가득한 에스프레소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커피머신입니다.

휴

+82-70-8888-4344 

레버프레소 프로 

B449
홉덕 홉티는 속이 뻥! 뚤리는 탄산감, 복합적인 홉 
향이 매력적인 스파클링 티입니다. 맥주에 사용되

는 홉 그리고 곡물이 아닌 찻잎을 침출해, 제로 맥
주보다 가볍고 홉 향이 자연스럽습니다.

26도라인

+82-70-7576-2005

홉덕 홉티 

B625
더 진한 요크셔 티 블렌드에 세계 최고의 아침식사 
조합의 맛을 짜 넣었습니다. 아침에 마시기 좋은 
입술을 탁 치는 강렬한 토스트와 잼의 사랑스러운 
맛은 가벼운 발걸음과 미소 가득한 마음을 품게 합
니다. 우유와 함께 밀크티로 음용하길 추천드립니

다.

삼주 티앤비㈜

+82-2-470-9124

요크셔 토스트 & 잼 티 

B324
힐카트 테일즈는 1897년부터 차Tea사업을 시작

한 A Tosh & Sons(India) Ltd 에서 런칭한 브랜드

입니다. 모슬린 티백과 꽃잎을 형상화한 내부 패키

지 및 포장의 화려함으로 "생각에 활력을 주고, 상
상력을 자극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을 불러오

는" 창업자 Ashutosh Ghosh의 차에 대한 철학이 
오롯이 녹아있습니다. 블러드 오렌지는 히비스커

스, 사과, 오렌지껍질, 로즈힙, 스테비아로 블랜딩

되어 활기차고 톡쏘는 맛으로 아이스로 마실때 "주
스보다 맛있는 티"입니다.

힐카트 테일즈

+82-10-252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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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티브 오리지널 

B657
얼티브 오리지널은 국내산 현미액과 현미 단백질

로 맛과 영양까지 모두 채운 100% 식물성 음료 입
니다. 우유의 영양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200mL 
1컵만 마셔도 우유보다 많은 단백질과 칼슘을 함
유한 고영양 제품입니다. 이제 우유가 필요한 모든 
순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고소하고 풍부한 맛의 
얼티브 오리지널로 완벽하게 대체해보세요!

CJ제일제당

+82-31-8099-1793

C333
독일 Mahlkonig사의 E80S GbW는 80mm 대
형 버와 무게를 기반으로 분쇄하는 ‘GbWGrind-
by-Weight 기술’이 장착되어 빠른 속도와 정확성

을 모두 겸비한 에스프레소 그라인더입니다. 말코

닉의 특허받은 DDD기술을 통해 칼날 간격의 실제 
거리를 기반으로 분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발열 
제어 기능을 탑재한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계속되는 러쉬타임에도 안전하게 일관된 커피분

쇄량을 제공합니다.

㈜기정인터내셔날 

+82-2-583-7471

말코닉 E80S GbW 

C404 
Perfect Moose는 바쁜 전문 바리스타를 더 편할 
수 있게 도우며, 초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스마트

한 자동 스팀기입니다. Perfect Moose는 사용되

는 우유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필요한 양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PERFECT MOOSE

+32-5249-90-79

Perfect Moose 

C419
파스텔 컬러를 조합해 밝고 유쾌한 디자인을 완성

한 아소부 파스텔 컬렉션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 겉면에 
러버 코팅을 입혀 편안한 그립감을 선사하는 아소

부 파스텔 컬렉션은 일상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드
링크웨어입니다. 단순히 음료를 담는 물병이 아닌 '
보는 가치'를 갖춘 아름다운 디자인의 파스텔 컬렉

션은 슈퍼브시피, 미니시피, 어반, 오브 총 4가지 
쉐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지투에이

+82-31-814-2255

아소부 파스텔 컬렉션 

C461
공정무역 블랙커피 아이브루 플러스 '내가 만든 커
피'를 의미하는 'iBrew'에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
각하는 공정무역 커피를 더한 'iBrew PLUS'입니

다. 아이브루 플러스는 공정무역 커피를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합니다. 공정무역이란 생산자

에게 정당한 가격과 장려금을 지급하여 더 나은 미
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는 '
안전성', '윤리성',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글로벌 
무브먼트입니다. 공정무역 인증 기준은 환경, 사
회, 지배구조의 ESG 가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맥널티㈜ 

+82-70-4628-4812

맥널티 아이브루 플러스 블랙커피 

C510
히긴스는 80년 전통의 3대째 이어져 온 영국의 프
리미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입니다. 크레올 블랜

드는 1950년부터 시작된 히긴스의 대표 원두 제품

으로 콜롬비아와 브라질 원두를 블렌딩 후 다크 로
스팅하여 다크 초콜릿과 풍부한 카카오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구르메에프앤드비코리아㈜ 
+82-70-4640-6026

히긴스 크레올 블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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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37
세기를 넘은 역사의 고품격 빅토리아 아두이노의 
최신 작품 미토스로 이제 그라인딩 완성도의 새 역
사를 쓸 때가 왔습니다. 미토스는 정밀성과 자유로

운 컨트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개
발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일체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다루기 쉬운 간단한 사용법을 경험하

실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정적인 온도, 더욱 쉬운 유
지 보수, 더욱 향상된 정밀도 및 제어 기능 실현하

며, 상징적인 외관 디자인과 더불어 내부는 더욱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미토스의 자부심이 섬세하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82-70-7767-4351

미토스 

C920
푸드테크기업 더플랜잇은 전세계 100만개 이상의 
식품들의 성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
반으로 식물성기반(Plant based) 식품을 개발하

는 대한민국 식품 스타트업입니다. 우유를 대체하

는 식물성 음료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기존

의 두유, 아몬드유, 귀리 우유 등 단일 원료로 만드

는 일반 식물성 음료와 달리 더플랜잇의 푸드테크

(FoodTech)를 사용하여 오트를 비롯한 식물성 원
료들을 블렌딩한 차세대 식물성 대체우유를 개발

하였고, 2022년 식물성 라떼에 최적화된 <XILK 바
리스타 마일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더플랜잇

+82-10-9588-0527

XILK 바리스타 마일드 

C937
2014 독일 국제발명전시회 금상(iENA) 2016 서
울 국제발명전시회 준대상(한국발명진흥회)  • 내
용물 양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며 사용하는 새로운 
보관용기  • 크기조절 기능으로 원두 양에 맞춰 조
절 가능  • 공기층을 줄여 신선도 오래 유지 및 공간

효율성 상승  •  용기끼리 강력하게 결합되어 안정

적인 보관 및 이동 가능  • 모든 파트 분리 세척 가
능  • 냉장/냉동/전자레인지/식기세척기 가능  • 미
국 FDA, 독일 LFGB 통과  • 국내외 특허 20건  • 특
허받은 밀폐기술로 내용물 상관없이 보관 가능  • 
Made in Korea

㈜퍼즐락

+82-70-4656-0722

크기조절 원두 보관용기 퍼즐락

D201, D301
완벽한 커피 브루잉을 위해 탄생한 스마트 일렉트

릭 케틀! 아티장 바리스타의 스마트 일렉트릭 케틀

은 3가지의 유량 제어 브루잉이 가능합니다. (초당 
9ml, 19ml, 35ml) 여러분의 커피 브루잉을 한 단
계 끌어 올려줄 스마트 일렉트릭 케틀은 간편한 온
도설정이 가능하며, 순식간에 목표온도에 도달합

니다. 기본 탑재된 정교한 PID 기술을 통해 더욱 완
벽에 가까운 커피 브루잉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

니다.

㈜엠아이커피

+82-2-6249-6690

아티장 바리스타 스마트 
일렉트릭 케틀 

D225
집에서도 야외에서도 본격적인 핸드드립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용 하리오 커피용품 시리

즈! 캠핑 등 아웃도어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메탈소

재의 아웃도어 시리즈 입니다. 
전세계 바리스타들이 애용하는 V60드리퍼와 열
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서버와 케틀, 
그리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핸드밀과 머그까

지. 게다가 커피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아웃도어 
백과 함께 구성된 입문자용 베이직세트와 만능 풀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리오코리아 주식회사 

+82-2-739-2115

하리오 아웃도어 

D249
'슈퍼말차 롤케이크'는 촉촉한 블랙 스펀지 시트에 
달콤 쌉싸름하고 부드러운 말차 크림을 가득 담은 
롤 케이크 디저트입니다. 슈퍼푸드인 100% 국내

산 유기농 말차를 넣어 칼로리는 낮추고 달콤해 남
녀노소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말차

+82-2-6953-3882

슈퍼말차 롤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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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7 
다양한 자연의 향과 이야기는 마음과 마음 사이에 
스며들어 순간을 추억하게 하고 일상을 더욱 특별

하게 만듭니다. 모든 순간들이 서서히 스미며 한 
잔의 차를 우리는 사이 천천히 펼쳐지는 감정의 색
과 마음의 향을 느껴보세요.

대한다업

+82-70-4100-5889

인퓨즈드 마인드 

D537
프랑스 전통의 페리고르 포도주스인 버주스를 메
인으로 하여 지중에 허브를 사용하여 식전주와 와
인, 칵테일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알콜 음료

수입니다. 무알콜, 저칼로리와 고급스러운 향과 맛
으로 와인과 칵테일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음
료입니다. <2021년 파리 식음료 대회 무알콜 음료 
부분 금메달 수상>

㈜상수현

+82-70-5228-4750

오스코 

S121 
프리미엄 티브랜드 딜마의 첫번째 RTD 티, 딜마 
아이스티 
Point 1. 무 보존제, 무 색소! 오직 천연 재료만 사
용 자연 그대로의 맛을 위한 천연 재료만을 사용합

니다. 
Point 2. 신선한 찻잎 스리랑카 Rilhena 지역의 다
원에서 재배한 신선한 찻잎만을 사용합니다. 
Point 3. 최상급 찻잎 그대로의 맛과 향을 위하

여! 기계생산방식 (CTC) 이 아닌 전통제다방식 
(Orthodox)으로 생산합니다.

한국쥬맥스㈜

+82-70-4770-0921

딜마 

* 부스 번호 순으로 정렬

A205
<칼라컵이 제안하는 친환경 실천 프로젝트> 완벽

한 친환경 테이크아웃 패키지 '아워그린 A to Z' 대
나무펄프&옥수수PLA로 코팅한 종이컵(3중단열

컵,싱글컵), 사탕수수&대나무 종이뚜껑 3종(평/중
평/돔), 생분해 스트로우 (PLA각인형/종이), 생분

해 옥수수 PLA 커트러리(스푼/포크/나이프), 친환

경 대나무 냅킨 (1겹/2겹), 재생펄프로 만든 난좌

캐리어, 친환경 PLA 생분해 봉투. 환경을 지키는 
좀 더 쉬운 방법! 착한 일회용품 사용하기!

㈜칼라컵

+82-2-1644-2421

A343, A461, A531
스위트컵의 '딸기가득' 베이스 제품은 모든 딸기 메
뉴를 만들 수 있는 만능베이스 컨셉의 제품으로 기
존의 스무디 전용, 에이드 전용 등의 제품을 번거롭

게 여러가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ALL IN OEN 제
품입니다. 딸기 함량 41%로 제철 딸기를 급속 냉동

하여 신선한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인공

적인 맛은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딸기 맛
을 살려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4계절 내내 변하

지 않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온보

관으로 유통기한 18개월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스위트컵

+82-2-468-1855

친환경 PLA 종이컵&대나무 종이
뚜껑, 냅킨 

네오포레 CUP 딸기가득 

A327
국내 제지사 최초로 생분해성 & 재활용성 인증을 
받은 착한 종이컵, 네오포레 CUP! 네오포레 CUP
은 친환경 코팅을 하여 45일 내 미생물에 의해 분
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며 PE(플라스틱) 코팅을 
한 종이컵과 비교하여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올해의 녹색상품(녹색구매네트워크/2021)>

무림페이퍼㈜

+82-2-3485-1661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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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1, A507
뛰어난 냉장성능과 탁월한 가시성으로 경제적 매
장공간을 완성시키는 COLOMBO! 
-  심플한 직선라인과 사각 모서리 외관 디자인으

로 매장에 현대적이며 세련된 감각을 선사합니

다. 
-  냉기순환 관리능력으로 고내 최적온도를 균일하

게 유지하며, 상품은 더욱 신선하고 에너지 손실

은 최소화 하는 고품질·고효율 쇼케이스입니

다. 
-  오픈/슬라이딩도어/힌지도어 모델 지원으로 다
양한 디스플레이 환경 및 매장에 적합합니다.

아르네코리아㈜

+82-62-940-0104

콜롬보 냉장쇼케이스 

A731
페이머스 그라우스는 40년이 넘도록 스코틀랜드

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스카치 위스키입니

다. 주류 스마트오더 앱 데일리샷에서 2021년 가
장 많이 팔린 술로 선정되었습니다.

디앤피 스피리츠

+82-10-5667-2565

더 페이머스 그라우스 

A816
단 1분. 카페에서만 맛보던 밀크티를 간단하게 만
나보세요. 끓이고 거르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우유

만 부으면 완성됩니다. 블렌티만의 레시피로 완성

한 티백과 사탕수수 100%로 만든 설탕을 넣고 우
유를 붓고 기다려주면 완성됩니다. 내일 아침을 위
한 오늘 밤의 준비. 과정을 줄이고 맛의 즐거움을 
높인 블렌티 밀크티 함께 즐겨볼까요?

블렌티

+82-70-4453-2055

밀크티키트

B109
호지차는 센불에 덖어만든 일본의 전통차로 떫은

맛이 적고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러한 특징으로 한국에서 말차라떼 만큼이나 호지

차도 따뜻한 차로 마시거나 호지차 라떼, 호지차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카페음료로 즐기는 트렌드

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공부차(gongboocha) 
브랜드의 호지차는 청정한 유기다원에서 정성스

레 채엽한 찻잎을 공부차 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번 
덖어 만들었습니다. 전라도 함평에 자체 공장을 갖
추고있어 OEM생산, 대량납품 가능합니다.

천지운㈜ 농업회사법인 

+82-61-322-6652

유기농 천지 호지차 

B145
루드헬스는 영국의 오래된 말로 "생기 있고 활기차

다"는 의미로, 2005년 영국 런던 닉과 카밀라 부부

의 '맛있으면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

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설탕 및 인공첨가물을 첨
가하지 않고, 알프스 청정샘물을 사용하였으며, 정
제되지 않은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

어 몸에 좋은 자연 성분을 그대로 담아내었고, 영
국 식물성 음료의 오가닉 시장 부분에서 1위를 하
고 있는 브랜드로, 세계적인 식음료 시상식인 그레

이트 테이스트 어워즈에서 원스타, 투스타를 수상

한 "맛과 퀄리티"를 인정 받은 음료입니다.

루드헬스

+82-70-4122-5292

루드헬스 식물성 드링크 5종 

B245
바삭한 유기농 라이스칩과 달콤한 초콜릿으로 만
든 프리미엄 디저트 달칩 초코샌드! 
-   튀기지 않고 열과 압력으로 만든 두께 1mm 라
이스칩 

- 부드럽고 달콤한 이탈리아 제조사 초콜릿 
-  귀엽고 사랑스러운 달토끼 러빗 캐릭터 패키지 
커피, 차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 스낵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품 TOP10 (농림축산식

품부/2020년)> <서울푸드어워즈 디저트 선정 
(KOTRA/2020년)> <충남 혁신제품 경진대회 최우

수상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2020년)>

㈜네이처오다

+82-41-1566-6518

달칩 초코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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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43
1)  버밀리온 히비스커스 - 2021년 Golden Tea 

Award 금상 수상작 - 히비스커스, 석류, 마키베

리 - 담양 배, 귤피 업사이클링 
2)  퍼머넌트  그린  -  2 0 2 1년  K o r e a  Te a 

Championship 금상 수상작 - 제주 녹차, 파인

애플, 모과, 페퍼민트, 시나몬 - 귤피 업사이클

링 
3)  로 시에나 루이보스 - 상위 4% 프리미엄 루이

보스, 카카오닙스, 자색 옥수수, 자색 고구마, 홍
화씨 - 귤피 업사이클링

4)  레몬엘로 캐모마일 - 캐모마일, 레몬밤, 레몬그

라스 - 사과, 귤피 업사이클링

퍼스티아

+82-70-7176-1161

업사이클링 블렌디드 TEA 4종 

B410
- 아임얼라이브 콤부차는 발효 원액을 그대로 한 
병에 담아 낸 유일한 콤부차입니다. (원재료명에 
표기된 정제수는 발효 전 녹차와 홍차를 만들기 위
해 사용한 것으로 발효원액에는 물을 타지 않습

니다.) - 아임얼라이브 콤부차는 추출·발효·숙

성·배합 공정의 꼼꼼한 과정을 거쳐 506시간, 정
성스럽고 세심한 제조를 통해 콤부차를 만들어 내
고 있습니다. - 유기농 원재료로 사용하여 콤부차

의 품질향성과 풍미를 더했습니다. <2021년 12월 
- 올리브영 어워즈 트렌드 헬시푸드> <2022년 -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프레시코

+82-31-698-2776

아임얼라이브 콤부차 

B457
커피 리큐르의 시초인 깔루아는 1936년 멕시코에

서 처음 탄생하였습니다. 깔루아는 멕시코 베라크

루즈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된 최상급 아라비카 원
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재배된 프리미엄 원두와 
최상급 럼이 블렌딩 되어 만들어지는 깔루아는 현
재 글로벌 넘버1 커피 리큐르의 자리를 굳건히 지
키고 있으며, 전세계의 커피 칵테일 시장을 리드하

고 있습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82-10-4473-7370

깔루아 

페이장브레통 필드 크레페 3종 아크바 홍차/허브차 베이스 3종 녹차원 테이블 허니 

B459
페이장브레통 크레페는 크레이프가 처음 만들어

진 프랑스 브르타뉴에서 전통 레시피로 만든 크레

페입니다. 방부제나 합성착향료 등 인공 첨가물없

이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촉촉하고 도톰한 프랑

스 정통 크레페를 만나보세요. 필드크레페는 총 3
가지 맛으로 각각 한 봉지에 개별 포장된 30g 스틱

형 크레페가 6개 들어있습니다. • 초콜릿 크레페 : 
크레페 안에 달콤한 초콜릿 필링과 고형물의 밀크

초콜릿이 가득  • 스트로베리 크레페 : 크레페 안에 
진짜 딸기로 만든 필링이 가득  • 카라멜버터 크레

페 : 크레페 안에 고급진 맛의 카라멜버터 필링이 
가득

페이장브레통

+82-2-499-4701

B501
아크바는 차의 세계적 산지 스리랑카 청정다원에

서 온 100년 전통의 프리미엄 퀄리티 티 브랜드입

니다. 아크바 홍차/허브차/녹차 베이스는 잎차를 
대량으로 추출, 농축한 제품으로 우유/물만 넣으면 
쉽고 간편하게 고급스러운 카페 음료를 만들 수 있
는 제품입니다. 총 11종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

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1위 제품! 얼그레

이 홍차 베이스, 달콤하고 싱그러운 과일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카페인이 없어 부담 없이 즐기는 
허브티로 타트체리 캐모마일 베이스와 샤인머스

캣 페퍼민트 베이스 3종을 소개합니다.

㈜티코리아

+82-32-672-3742

B504, B601
펌프로 꾹 눌러서 간편하게 정한 용량 대로 먹는 달
콤한 꿀로, 국내산 100% 꿀을 손에 묻지 않고 깔
끔하게 정량대로 먹을 수 있는 녹차원 테이블 허니

입니다. 특허 및 의장 등록 8건을 보유한 꿀 전용 
기술 집약적 펌프용기 상품입니다. 꿀 용기 중 국
내 유일의 상품으로 한 번에 약 11g의 일정한 양이 
나와 로스 절감 및 사용에 편리합니다. 은은한 향
과 달콤함이 살아있는 꿀이 펌프 용기에 담겨있어 
간편하게 눌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녹차원 테이블 
허니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음식에 간편하게 사
용해보세요!

녹차원㈜

+82-2-59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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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17
PP(폴리프로필렌)소재로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다
회용 컵 입니다. 재활용률이 높은 소재로 수거 후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4가지 용량으로 사이즈 선
택 가능하며, 빨대를 사용할 수 있는 돔리드와 그
대로 마실 수 있는 드링킹 리드의 2타입의 리드가 
구성됩니다. <굿디자인 (2021년) 수상>

나인웨어

+82-70-8706-6144

그리닝 리유저블컵 

B549
[카페·프랜차이즈 디저트 납품 전문 브랜드] '여
왕의 디저트' 라는 의미를 가진 왕관 형태의 프랑스 
전통 디저트 '생토노레!' 쫀득한 화이트블론디 위에 
바닐라빈 크림이 가득한 화이트 쿠키슈를 쌓아 화
이트초코 가나슈와 블로썸으로 장식해 달콤함과 
화사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유니크한 디저트입니

다.

랑디저티

+82-70-4472-0441

생토노레 바닐라 

B557
•  레몬 가득 담아 상큼한 0칼로리 싱하레몬소다 
•  색소, 설탕 모두 배제한 제로칼로리 탄산 음료 
•  탄산 본연의 톡 쏘는 맛과 달콤함은 그대로 살린 

0칼로리 제품 
•  레몬 맛을 그대로 살려 디자인 된 상큼함이 돋보

이는 패키징

㈜나투라스

+82-2-548-8705

싱하레몬소다 제로

C310
펠로우 오드 브루 그라인더의 화이트 버전으로 
64mm 플랫버와 PID 모터가 장착되어 균일하고 
일정한 분쇄가 가능하며 다양한 분쇄도 설정 및 소
음감소, 자동정지 기능 등 브루잉을 위한 최상의 
소형 그라인더입니다.

따벨라

+82-2-476-1178

펠로우 오드 브루 그라인더–화이트 

C761
1분 1초가 아까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라운지엑스 
콜드브루 캔! 컴팩트한 사이즈로 가방에 쏙 넣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바쁜 일
상 속 희석없이 바로 마실 수 있어 번거롭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엑스와이지

+82-10-9810-4906

라운지엑스 콜드브루 캔 

D149
‘iTQi 국제미각심사기구’ 2 스타를 수상한 루이보

스 블렌딩티 No.113 블랙 유주! 은은한 시트러스 
향미와 루이보스의 바디감이 매력적이며, 유기농 
유자와 로즈플라워가 조화롭게 블렌딩된 루이보

스 블렌딩티입니다. 유자의 본고장이자 전국 유자 
생산량 1위인 전남 고흥의 유기농 유자만을 사용

하여 건잎에서 올라오는 기분 좋은 향미를 함께 느
껴보실 수 있습니다.

큐앤리브즈

+82-10-2633-4263

No.113 블랙 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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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2
커피 공정 과정 중 버려지는 커피 생두 껍질 허스크

(Husk)로 만들어진 호주의 '친환경 컵' 입니다. 커
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

여 탄생하였습니다. 유명 로스터리 카페(펠트, 커
피스니퍼, 어니언 등)에서 식기 및 굿즈로 활용되

고 있으며 대기업(삼성, 현대자동차, 구글, 테슬라 
등)의 임직원 선물, 특급호텔(워커힐, 아난티 등)의 
굿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허스키

+82-2-477-2949

허스키컵 

D209, D311
마밤 에스프레소 마크2는 피아노 키를 연상시키는 
추출 버튼과 슬랩 액티베이션 스팀 버튼, 바리스타

의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1/8턴 포터필터 
체결 방식 등 커피머신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탄생

했습니다. 균일한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수동, 
크로노매스, 플로우미터(유량계) 제어 추출은 각 
그룹 당 개별 펌프로 작동하여 그룹 당 추출 압력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엠아이씨홀딩스 

+82-2-6249-6690

마밤 에스프레소 마크2 

D227
터치 한번으로 간편하게 즐기는 에스프레소 메뉴, 
꾸준한 사랑을 받는 커피앳웍스 캡슐커피입니다. 
카페쇼 개최에 맞춰 런칭하는 겨울 시즌 블렌드인 
[홀리데이 캡슐]을 함께 선보입니다. 진한 에스프

레소의 풍미와 각 블렌드 별 개성이 살아있는 4색 
에스프레소의 풍미를 느껴보세요.

커피앳웍스

+82-2-2276-6308

커피앳웍스 캡슐커피 

D241
오틀리 바리스타 에디션은 스웨덴 귀리음료 브랜

드 오틀리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자 전 세계 바리

스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00% 
귀리로 만들어져 귀리 본연의 곡물향이 풍부하고 
우유와 같은 부드러운 바디감과 거품으로 완벽한 
라떼 아트가 가능합니다. 커피와 만났을 때는 맥
아, 귀리와 같은 은은한 곡물향과 부드러운 단맛을 
더해줘 커피의 맛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2021년 
체리스 초이스 Hot 제품으로 선정>

오틀리

+82-2-3271-9667

오틀리 

L116
SAMSUNG KIOSK는 2021년 2월,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무인결제 키오스크 입니다. ㈜우노스는 하
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본사 자체제작, 
개발이 가능한 국내유일 프리미엄 키오스크 브랜

드로,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 7월, 삼성전

자의 공식 글로벌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 
카페쇼 전시회에서는 우노스페이의 다양한 결제

솔루션 경험과 삼성의 안전한 하드웨어를 동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노스페이

+82-31-427-2525

삼성전자 키오스크 

L134
캔 사이즈 250ml 부터 1000ml 까지 원터치로 사
용 가능하며, 식품까지 담을 수 있는 풀오픈 뚜껑

부터 음료포장용 뚜껑까지 따로 몰드 교체없이 사
용 가능한 국내 대표 최신형 캔실링 기계입니다. 
현재 던킨도너츠, 역전할머니맥주, 감성커피 등 국
내 대표 프랜차이즈 전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

이며, 음료 및 식품을 캔으로 포장하여 배달 및 테
이크아웃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 대표 캔실링기 제조업체이며, 기계 외에도 캔 
디자인 등을 직접하여 더욱 다양한 캔을 제작 가능

합니다.

큐캔시머

+82-2-1899-1080

큐캔시머 1리터 전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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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06
다크 초콜릿의 달콤 쌉싸름함과 고소함, 묵직하면

서도 여운이 오래 남는 바디감의 커피 입니다. 
구성 
• 과테말라 Guatemala 50% 
• 코스타리카 Costa rica 25% 
• 인도네시아 Indonesia 25% 
Note. 다크 초콜릿, 카카오, 바닐라 시럽

커피텍로스터스

+82-51-921-1130

젠틀블랙 

S304
향긋한 커피향이 집안 가득 퍼지는 홈 카페, 나만

의 공간에서 내려마시는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룰리 
클레버 커피 드립 세트입니다. 고가의 장비/특별한 
기술 없이도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균일한 맛의 커
피를 누구나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클레버드리퍼 화이트 1인용 + 원두커

피 500g + 머그컵 350ml + 1분 모래시계 + 커피

여과지 20매 + 계량스푼 6g

룰리커피 

+82-10-8903-9795

룰리커피 클레버 커피 드립패키지 

S311
꿈처럼 아름다운 커피 '레브'는 프리미엄 원두로 다
채로운 셀렉션을 완성한 감각적인 캡슐 커피 브랜

드입니다. 국내 최초 원두 커피 전문점을 선보이며 
한국의 커피 문화를 이끌어온 쟈뎅의 커피에 대한 
철학, 집념을 오롯이 전합니다. 커피 한잔으로 현
실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여행과 휴식으

로 초대합니다.

쟈뎅

+82-2-6226-3828

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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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카페쇼 참가업체의 제품 및 브랜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 개척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카페 및 
F&B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카페쇼 엑셀런스 어워드(Cafe Show Excellence Awards)’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의 논의를 거쳐 체리스 초이스에 선정된 60개의 제품/서비스 중 분야별 최고의 
우수제품을 카페쇼 엑셀런스 어워드로 선정했습니다. 

일 시     11월 23일(수) 16:00 ~ 18:00
장 소     3층 D홀 내 스테이지

카페쇼 엑셀런스 어워드   

Creative Design 따벨라

펠로우 오드 브루 그라인더 
- 화이트

하리오코리아 주식회사

하리오 아웃도어

㈜상수현

오스코

Outstanding 
Innovation

휴

레버프레소 프로

PERFECT MOOSE
Perfect Moose

우노스페이

삼성전자 키오스크

Superior 
Sustainability

CJ제일제당

얼티브 오리지널

퍼스티아

업사이클링 블렌디드 TEA 4종
지투에이

아소부 파스텔 컬렉션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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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피엔에스

올온 블렌딩티 세트

대상에프앤비

복음자리 이지라떼

㈜한국맥널티

맥널티 아이브루 플러스 블랙커피

Savory Leader ㈜엠아이씨홀딩스

마밤 에스프레소

㈜페르노리카 코리아

깔루아

쟈뎅

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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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카페쇼 참가업체가 신제품을 
가장 먼저 공개하는 쇼케이스, ‘트렌드 언팩쇼 2023’.

2023년 커피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갈 
혁신적인 제품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일 시     11월 24일(목) 14:00 ~ 15:00
장 소     3층 D홀 스테이지 및 유튜브 채널 

트렌드 언팩쇼 2023 

업체명 제품명

이앤알상사 란실리오 스페셜티 인빅타

셀플러스 스위트페이지 익스 호두&아몬드 / 티파우더 라벤더&자스민 

블루피노 블루피노

노블트리 아이레아

라인업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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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카페쇼 모카포트 
카페쇼 모카포트는 서울카페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커피 무역의 발상지였던 무역항 모카포트(Mocha Port)를 모티브로 한 네이밍처럼, 
카페쇼 모카포트를 활용하면 비즈니스 경험을 전세계로 확장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카페쇼는 비즈니스 관람을 목적으로 서울카페쇼를 찾는 업계종사자나 바이어, 또는 
우리 브랜드에 맞는 최적의 바이어를 찾고 싶은 참가사 브랜드에게 카페쇼 모카포트를 제공했습니다. 
카페쇼 모카포트를 활용해 최적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보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커피 세계로 뻗어갑니다!

카페쇼 모카포트를 통해 59개국 6,183명의 바이어가 등록하였으며,

총 4,333건의 미팅이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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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 신청/수락

등록정보 기반 미팅업체 검색 및 추천

참가사/바이어 정보 열람

4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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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한국의 우수한 커피, 차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아마존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세계 각지에 서울카페쇼 참가사 브랜드를 
알리고 전세계로 마켓 플레이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일 시     11월 24일(목) 10:00 ~ 12:00
장 소     컨퍼런스룸 308A
주 관
주 제     K-CAFE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강연 내용

▶미국 아마존 닷컴 및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소개

▶한국 식품 트렌드 및 핵심 카테고리(COFFEE & TEA) 분석

▶아마존 판매 준비하기, 성공 사례 및 Tip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일본, 유럽) 확장 안내

▶식품 관련 제품 수출 진행 시 주의사항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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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어 수출상담회
글로벌 바이어 수출상담회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바이어 상담회입니다.

새로운 판로 확대 및 유통 역량 향상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유망 바이어를 선별하여 전시회 기간 내 참가사와 해외 바이어 간 1:1 미팅을 추진했습니다.

일 시    11월 24일(목) ~ 25(금) 10:00 ~ 18:00
장 소    컨퍼런스룸 300호
주 관

형 태

1) 방한 바이어 1:1 수출상담회

2) 온라인 바이어 1:1 화상상담회(Zoom)

몽골

이탈리아

태국

미국

인도

프랑스

벨라루스

중국

호주

참여국가

글로벌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통해

18명의 바이어(방한 11명, 화상 7명)와 상담액 $10,943,244 / 
계약액 $2,323,440 규모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방한 바이어 (오프라인)

국가/무역관 업체명 총 미팅 수

이탈리아/밀라노 CARPIGIANI 20

이탈리아/밀라노 YOLE 20

프랑스/파리 KICK CAFE 19

호주/맬버른 K-MY GLOBAL TRADING PTY LTD 16

태국/방콕 PRAKAI CAFE AND CUISINE 20

태국/방콕 BREAKING BOUNDARIES CO LTD 20

태국/방콕 TEA CORPORATION CO., LTD. 21

인도/뭄바이 CRAVIUM GOURMET PRIVATE LIMITED 23

몽골/울란바토르 JACK INTERNATIONAL LLC 18

몽골/울란바토르 DIGITAL CONCEPT LLC 18

벨라루스/민스크 NEREIDA 17

소계         212 건

상담액 $ 10,310,244

계약액  $ 2,0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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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바이어 (온라인)

국가/무역관 업체명 총 미팅 수

미국/달라스 CAFEIN 3

몽골/울란바토르 GLABOL BRIDGE 2

중국/칭다오 WEIHAI TAISHAN 1

중국/칭다오 SHANDONG LIANQIAO 3

중국/충칭 TUSON IMPORT AND EXPORT 2

중국/창춘 CHANGCHUN HUIMEI YOUPIN 2

중국/창춘 YANBIAN SHITU INTERNATIONAL 1

소계     14 건

상담액   $ 633,000

계약액   $ 3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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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랑하는 커피를 오래오래 마실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서울카페쇼의 친환경 캠페인 
“땡큐, 커피(Thank you, Co�ee)”! 서울카페쇼는 친환경 전시회 운영을 통해 전시산업의 리더로서 새로운 
ESG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매년 “땡큐, 커피”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에코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착한 손길이 행복한 커피로 이어집니다.

11월 23일(수) ~ 26일(토), 4일간

네오포레

쏙싹 , 요크

일 시 
협찬사

그린 파트너 

서울카페쇼 참가사 브랜드 중 친환경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그린부스’들과 함께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

했습니다. 그린부스에서는 10주가 지나면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는 시음컵을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서울카페쇼의 공식파트너 카페인 엔조이카페, 서울커피스팟도 매장에서 친환경 컵을 사용해 
일상 속 환경을 위한 실천에 동참했습니다. 보다 가치 있는 한 잔을 선사한 시음컵은 수거 후 퇴비화를 거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장 소  그린부스 참가사 30개, 엔조이카페 226개, 서울커피스팟 20개 
협찬사 네오포레

글림 로스터스

㈜네이처오다

뉴스커피

다질리언

대한다업

㈜더플랜잇

만델링커피코리아

맥파이앤타이거

모으롱

모호커피로스터스

묘약

서울팩토리

셰프롬

소아다원

스메그코리아

스미스티

㈜신바드

씨케이코퍼레이션즈 주식회사

에레즈코퍼레이션

㈜에취알에스

에티코

자몽나무

㈜제이드에프앤비

커피미업

커피앤아트

㈜코레쉬텍

쿠빙스

㈜피엔에스

하이브코리아

힐카트 테일즈

2022 그린부스 참가사 리스트

5 친환경 캠페인 “땡큐, 커피” 

지속가능한 커피를 위하여!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한 참가업체 브랜드, 
그린부스(Green Booth)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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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실천, 일상으로 이어가기
내일의 커피를 위해 일상 속에서도 친환경 실천을 이어가세요!

교통 숙소 식음료 에너지

행사장 이동 시 대중교통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이용, 가까운 거리는 도보

로 이동하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숙소

로 선택하고 친환경 어매

니티 사용하기

먹을 만큼만 구매하고 남
은 음식은 포장하기, 다회

용기 활용하고 폐기물 줄
이기

지구 환경을 위해 겨울철 
난방 온도는 낮추고 여러 
겹 껴입기

전시장 곳곳에 텀블러·다회용컵 자동 살균세척기를 비치해, 세척이 번거로워 
텀블러를 자주 사용하지 못하던 분들도 간편하게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텀블러로 시음하고, 살균세척기로 싹 세척하고, 원하는 음료는 쓰레기 배출 없이 텀블러에 포장할 수 있어 
더욱 즐겁고 편리했던 텀블러 사용 캠페인! 서울카페쇼에서는 편리하고 즐겁게 폐기물 감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장 소  A – D홀 입출구 
그린 파트너 쏙싹

텀블러 사용이 즐겁다!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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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카페, 서울커피스팟 친환경 캠페인 참가 인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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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지속적으로 마시면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소개했습니다. 서울카페쇼는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뿐 아니라, 커피 생산 과정 자체에도 주목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소비자에

게 오기까지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 주목한 브랜드 요크의 탄소 중립 커피를 땡큐 커피 기획

관에서 소개했습니다. 탄소 중립 커피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방법, 친환경 비즈니스 아
이디어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눴습니다. 

장 소 3층 E홀 로비 땡큐커피 기획관 
그린 파트너 요크

2019년 미국 타임(TIME) 지 ‘올해의 발명품’에 선정된 친환경 손전등 ‘솔라 밀크＇로 설치한 친환경 포토존

입니다. 이 손전등은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참관객은 친환경 포
토존에서 사진을 인증하며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장 소 1층 A-B홀 스윙스페이스

그린 파트너 요크

탄소 중립 커피! “땡큐, 커피” 기획관

친환경 태양광 손전등 포토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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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프로그램 안내

시간 11.23 수 11.24 목 11.25 금 11.26 토

9:00 등 록

10:00
SCA
자격증
프로그램

글로벌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SCA
자격증
프로그램

프로페셔널
세션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ESTA
자격증
프로그램

프로페셔널
세션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11:00

12:00 점 심

13:00

프로페셔널
세션

SCA
자격증
프로그램

글로벌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SCA
자격증
프로그램

프로페셔널
세션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ESTA
자격증
프로그램

챔피언
세션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14:00

15:00

16:00

17:00

글로벌 커피 지식 공유 플랫폼,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은 UN 산하 국제커피기구(ICO)가 전 세계 최초로 공식 
후원하는 국제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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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11주년을 맞이했던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은 글로벌 커피 산업 속 커피와 여러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업계 방향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전 세계 커피 산업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제11회
월드커피리더스포럼

동시행사

행사명

일 시
장 소
주 제
주 최
공식후원

규 모 
공식언어

프로그램 

공식채널

제11회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11월 23일(수) ~ 26일(토), 4일간

코엑스 컨퍼런스룸 및 온라인

Co�ee & Relationships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조직위원회

75개국 4,342명
영어, 한국어 (영한 동시통역 서비스 지원)

글로벌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챔피언 세션

SCA 커피 스킬즈 프로그램, ESTA 교육프로그램, 커피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www.wclforum.org
wclf.co�ee
wclf_co�eeforum
worldco�eeleaders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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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연사

글로벌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글로벌 리더들이 분석한 전 세계 커피 산업의 현황, 이슈,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 및 미래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피 매장 및 브랜드 운영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 경영자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세션

11월 24일(목) 10:00 ~ 18:00
컨퍼런스룸 401호 및 온라인

Co�ee & Relationships
Specialty Co�ee Association(SCA)
영어, 한국어 (영한 동시통역 서비스 지원) 

일 시
장 소
주 제
파트너

공식언어

시 간 주 제 연 사

10:10 ~ 11:00
[스페셜 세션] 커피의 가치 평가 및 커핑

                  : 스페셜티 커피의 미래 엿보기

야니스 아포스톨로풀로스

SCA 회장

Part I – 커피와 공간

11:00~12:00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오프라인 접근방식과 공간 큐레이션

손창현

오티디코퍼레이션 대표

12:00~13:00                                                                                      점 심

Part II – 커피와 새로운 세상

13:10~14:00
커피 산업이 직면한 2050 년 문제와 

TYPICA 의 노력
고토 마사시

TYPICA 대표

14:10~15:00
‘NOMAD’가 코로나 19 에 대응하고

극복한 방법 및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
뉴웨이브

프란 곤잘레스

노마드커피 헤드오브커피

Part III – 커피와 사람

15:10~16:00 바리스타의 무대, 그 현재와 미래
미키 타카마사 커피마메야 헤드바리스타

조영준 프리즘커피웍스 대표

16:00~16:20 커피 브레이크

Part IV – 커피와 지구

16:20~17:00
커피의 미래 : 지속가능한 지구와

농부들을 위해

모니카 퍼 국제공정무역기구, 글로벌커피매니저

파울로 페레이라 커피커머셜 매니저, CLAC

17:10~18:00 B-Corp 인증을 통한 커피 비즈니스의
선한 영향력

데이비드 그리스월드

Sustainable Harvest Co�ee, 창립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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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셔널 세션에서는 커피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문 기술과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발표에 다양한 시연이 더해져, 보다 깊이 있는 테크니컬 기술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프로페셔널 세션

11월 23일(수) ~ 11월 26일(토)
컨퍼런스룸 307호
한국어

일 시
장 소
공식언어

시 간 11.23 수 11.24 목 11.25 금 11.26 토

10:00~12:00

 

프로그레시브 로스팅

하루코빈스 
안지혜 공동대표

11:00~13:00

나만의 브루잉 레시피 
정립하기

로스팅 프로파일 설계 베르크의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YM커피프로젝트 
조용민 대표

카페뮤제오

황동환 로스터

베르크 로스터스

김석봉, 박현동, 송찬희, 이상용 
공동대표

13:00~14:00 점 심

14:00~16:00

브루잉 중급 세미나
커피 품종 및 

가공의 최신 트렌드
커피의 ‘맛’ 이해하기  

헤베커피
임지영 대표

백석예술대학교
송호석 교수

라이언스커피
노영준 대표

15:00~17:00

에스프레소 추출 에스프레소 센서리
커피 맛은 거기서 거기

- 태국 CoE 커피 미리보기

방있음프로젝트
박상화 대표

기미사
송인영 대표

커피미업
김동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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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커피 산지의 원두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바이어, 리테일러 및 수입자에게 커피를 
더욱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각 커피 산지 협단체에서 
운영하는 높은 품질의 스페셜티 커피 커핑세션을 제공했습니다.

11월 25일(금) ~ 11월 26일(토)
컨퍼런스룸 308A호
영어, 한국어 (영·한 동시 통역 서비스 지원)

인도,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과테말라, 미얀마

일 시
장 소
공식언어

참여국가

시간 11.25 금 11.26 토

10:00 ~ 11:30 Embassy of Colombia IHCAFE(Cafe de Honduras)

13:30 ~ 15:00 Embassy of India ProEcuador(Embassy of Ecuador)

16:00 ~ 17:30 Anacafe(Embassy of Guatemala) Myanmar(ITC)

SCA 커피 스킬즈 프로그램
& 커피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SCA는 커피 스킬즈 프로그램, 커피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및 커피 테크니션즈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SP-Green Co�ee Found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생두 소비 측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며 씨앗에서 커피에 
이르는 스페셜티 커피 공급망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CSusP Foundation 프로그램에서는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살아남고 번창하기 위한 
커피 가치 사슬의 지속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와 역사적 사건 및 관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 다양한 커피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11월 23일(수) ~ 11월 24일(목)
컨퍼런스룸 317호 
한국어

일 시
장 소
공식언어

시간 11.23 수 11.24 목

10:00 –14:00 CSP - Green Co�ee Foundation CSP - Green Co�ee Foundation

13:30 –18:00 CSusP Foundation CSusP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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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European Specialty Tea Association)가 국내 최초로 국제 차 자격증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관심도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전 세계에서 권위있는 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ESTA의 ‘차 입문 프로그램(Introduction to TEA)’! 차 입문자들도 쉽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며, 이론 및 실기 수업을 수강한 후 필기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수료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ESTA Introduction to TEA

11월 25일(금) 10:00 ~ 17:00
컨퍼런스룸 308BC호

Annemarie Tiemes

ESTA 협회 소개

Introduction to TEA 이론 수업

Introduction to TEA 실습 활동

Introduction to TEA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증 수료 및 사진 촬영

일 시
장 소
연 사

세션 내용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2년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WBC, World Barista Championship)의 우승자 
Anthony Douglas와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이 특별 기획한 체험 기반의 세션입니다. 
챔피언에게 직접 듣는 WBC 경험담 뿐만 아니라, 그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시그니처 
음료 시연과 시음을 통해 챔피언의 커피를 더욱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챔피언 세션

11월 26일(토) 14:00 ~ 17:00
컨퍼런스룸 307BC호

Anthony Douglas

WBC(World Barista Championship) 및 바리스타 대회 경험 공유

WBC 2022 Signature Drink 시연 및 시음

대회용 원두 커핑 및 시음

일 시
장 소
연 사

세션 내용

I  참가 관련 문의  I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조직위원회  T. 02-6000- 6698  E. info@wclforum.org  W. www.wcl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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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커피리더스포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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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e # “여러분의 COFFEE 경험이 반올림 됩니다”  
♯(Sharp)은 반음을 높이는 반올림 기호입니다. 반올림된 음은 기존 음과 전혀 다른 음이 되듯, 
제7회 서울커피페스티벌은 ‘Co�ee ♯’을 주제로, 저마다의 방식을 통해 커피 경험에 반올림을 선사하는 
커피 문화를 소개합니다. 한 층 더 맛있는 커피를 위해 도전을 서슴지 않는 유니크한 서울 커피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제7회 서울 커피 페스티벌동시행사

11월 23일(수) ~ 26일(토), 4일간

코엑스 서울 커피 페스티벌 행사장,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서울 주요 카페 20곳
일 시
장 소

서울 커피 스팟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 소재 카페 20곳을 선정했습니다.

참관객이 카페에서 직접 커피 경험을 반올림할 수 있도록 
그 카페만의 특별한 커피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일 시 11월 23일(수) ~ 26일(토)
장 소 서울 각 지역의 서울 커피 스팟 선정 카페 20곳

커피 # 나만의 커피 맛을 반올림 
서울 커피 스팟,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1
아티클서촌

2 
궤도

3 
내자상회

4 
널담은공간

5 
스웨이커피스테이션

6 
프로토콜

7 
만유인력

8 
오베흐트

9 
맥심플랜트

10 
온고지신

11 
타우너스 에스프레소 바

12 
논탄토

13 
구테로이테

14 
식물성도산

15 
감도 성수

16 
무브모브

17 
포어플랜

18 
상왕제약 에스프레소 바

19 
보난자커피

20 
스톤앤워터

참여 카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카페별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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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타우너스 에스프레소 바가 2022 서울커피스팟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커피스팟은 서울카페쇼의 동시개최 행사,
서울커피페스티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유니크한 카페를 큐레이션하여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카페쇼 기간 동안 타우너스 에스프레소 바 강남점에서
서울카페쇼 X 타우너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커피경험을 반올림 해보세요!

타우너스는 가벼운 산미와 산뜻한 느낌의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하여 높은 퀄리티를 추구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직접 다뤄보고 베리에이션을 제조하며 

커피경험을 반올림해보세요.

2022년 11월 24일(목) ~ 26일(토), 2일간기    간

타우너스 에스프레소 바 역삼점장    소

본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아래 프로그램 내용과 회차별 시간 확인 후,
네이버 예약 결제 시 예약 완료됩니다.
(※ 당일예약은 매장 측으로 문의 바랍니다.)

참여 방법

PROGRAM

25,000원

타우너스 에스프레소바는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전문점입니다. 
쓰고 강한 커피가 아닌 

가벼운 산미와 산뜻한 느낌의 에스프레소를 느껴보세요!

NOTICE

2022 서울커피스팟, 타우너스 에스프레소 바에서 
여러분의 커피 경험을 반올림 해보세요!

타우너스 에스프레소 바 1일 체험

타우너스 에스프레소 바 설명 
에스프레소 머신 및 추출방법 설명

시연 및 체험
베리에이션 제조 체험

1.
2.
3.
4.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7:00
~

17:30

 소요시간 
30분 ~1시간

3회차

1회차

2회차

4회차

6회차

5회차

18:00
~

18:30

17:3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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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1시간

3회차

1회차

2회차

4회차

6회차

5회차

18:00
~

18:30

17:30
~

18:00
-

서울 커피 스팟 체험 프로그램

2022 서울 커피 스팟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더욱 풍부한 커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구테로이테

시그니처 에스프레소 3종, 미니코스 2종
맛과 향은 물론, 시각과 촉감까지 만족시키는 시그니처 에스프레소, 
특별한 경험이 되실 거예요

상왕제약 에스프레소 바
“나도 조제한다, 상왕제약 콘판나 셀프 베리에이션”
한국적인 재료를 활용해 콘판나 베리에이션을 조제합니다. 나만의 커피가 탄생합니다!

스톤앤워터
시그니처 커피 오마카세
스톤앤워터의 모든 것을 맛볼 기회! 메뉴판에 없는 특별 오마카세를 선보입니다. 

타우너스 에스프레소 바
에스프레소 바 1일 체험
에스프레소 머신을 직접 다뤄보고 베리에이션도 제조할 수 있는 1일 바리스타 체험



63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알면 알수록 깊고 넓은 커피의 세계.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은 나만의 커피 취향을 분석하고 싶은

커피 애호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022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은 스페셜티 커피의 재배부터

브루잉 원리까지 스페셜티 커피 입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일 시 11월 23일(수) ~ 26일(토), 4일간

장 소 코엑스 3층 E홀 로비

주 제 스페셜티커피 입문 해보기 
강 의 한국커피교육센터

영감 # 커피가 주는 깊은 영감을 반올림

커피 토크, 커피 라이브러리, 커피 아트 갤러리, 커피 음악회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올해 서울커피페스티벌의 커피 토크, 커피 라이브러리는 특별히 전시홀을 벗어나,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으로 무대를 옮겨 커피 문화에 관심을 가진 대중과 더 가까이에서 호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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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토크

커피를 매개로 한층 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커피 전문가들이 세계 곳곳에서 경험한 생생한 커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 시 11월 24일(목) ~ 25일(금), 2일간

장 소 코엑스 B1층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커피토크 무대

주 제 “커피를 매개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영감이 반올림 됩니다”

15:00
~

15:50

[COFFEE] 커피의 지속가능성과 다이렉트 트레이드

연사 고토 마사시 대표(티피카)

서필훈 대표(커피리브레)

야스오 이시이 대표(리브스 커피 로스터즈) 

16:00
~

16:30

[COFFEE] 더반 베를린의 여정

연사 랄프 룰러 대표 (더반 베를린)

16:40
~

17:10

[COFFEE] 고객에서 로스터로, 산지에서 컵으로

연사 카로 알레바즈 헤드 로스터 (노마드 커피)

11월 24일(목)

모든 커피의 에센스
에스프레소

커피의 색다른 변주
롱블랙

한 모금만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라떼

커피

커피 그 자체, 
커피만이 줄 수 있는 이야기

브랜딩

새로운 시도를 서슴지 않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브랜드 이야기

소셜임팩트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곳곳에서 펼쳐지는 착한 이야기

15:00
~

15:30

[BRANDING] 필요 이상의 집착과 끝없는 궁금증

연사 우상규 대표, 정성윤 헤드 로스터 (보난자 커피 코리아) 

15:40
~

16:10

[SOCIAL IMPACT] 텀블러 드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연사 장성은 대표 (요크)

16:10
~

16:40

[COFFEE] 케일럽차가 바라본 호주 커피 문화

연사 케일럽차 대표 (타이거 에스프레소)

11월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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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라이브러리

여러분의 커피 경험이 책과 함께 반올림 됩니다. 올해 ‘커피 라이브러리’는 미묘한 차이로

색다른 맛을 만들어내는 커피처럼, 아주 작은 차이로 우리 일상을 반올림해 줄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별마당도서관에서 커피를 닮은 책을 만나 기분 좋은 변화들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일 시 11월 16일(수) ~ 30일(수)
장 소 코엑스 B1층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주 제 “여러분의 커피 경험이 책과 함께 반올림 됩니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릉볼랙 카페 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쓴맛을 희석시켜 본연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하는

색다른 시도로 새롭고

신선한 인상을 남기는

한 모금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쌉싸래한 맛에 이어

달콤한 마무리를 남기는

참여 브랜드                     도화아파트먼트                  문우당서림                  하우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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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아트 갤러리

커피로부터 펼쳐지는 무한한 예술의 세계! ‘커피 아트 갤러리’는 커피가 주는 풍부한 영감으로 탄생한 예술 작품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7명의 작가들은 시각적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과 스토리를 선보였습니다. 

일 시 11월 23일(수) ~ 26일(토)
장 소 코엑스 3층 D홀 로비 커피아트갤러리 행사장

참여 아티스트   구건형, 그양, 김세미, 원해인, 정나혜, 허정록, 호퓨 

“땡큐, 커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진행한 친환경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커피를 오래오래 마실 수 있도록. 
참가업체 그리고 참관객분들과 친환경 인식을 반올림 하는 일에 동참하고 친환경을 위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환경 # 내일의 커피를 위한 친환경 인식을 반올림

“땡큐, 커피” 친환경 캠페인관

커피 연주회

풍성한 영감의 세계! 커피 연주회에서는 커피 한 잔에 깃든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고 창작하여 커피의 가치와 
커피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모인 오케스트라 ‘아다지에토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클래식 한 잔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일 시 11월 23일(수) 16:00, 11월 24일(목) ~ 26일(토) 13:30
장 소 코엑스 D홀 스테이지

파트너 아다지에토 챔버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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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라떼아트배틀부대행사

LATTE ART

Great Challenge of Global Barista!
글로벌 바리스타 발굴 프로젝트인 월드라떼아트배틀은 모든 바리스타에게 열린 새로운 개념의 온·오프라인 
경연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세계 곳곳의 커피 팬들과 함께했고, 대중 투표를 통해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뽑는 방식으로 즐거움까지 더했습니다! 월드라떼아트배틀은 국내외 바리스타 선수들의 새로운 
기술과 역량 뿐만 아니라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까지 엿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일 시 11월 23일(수) ~ 26일(토), 4일간  
장 소 3층 D홀 스테이지 및 유튜브 채널

주 최 커피  TV 
주 관 월드커피배틀 조직위원회 

본선 진출자

Korea 김영진(Jay), 박혜빈(Park Hye Been), 심기완(Sim Gi Wan), 이민지(Lee Minji), 
             이영화(Rora), 이종혁(Lee JongHyeok), 이주형(Peter Lee), 조동운(Cho Dong-woon), 
             최원재(Choi Wonjae), 황유경(Hwang Yu Kyung)

Malaysia 니키본(Nicky Voon)

Hong Kong 펑육닝(Fung Yuk Ning), 애슬리 청(Ashley Cheung)

Taiwan 샤오싱 린(Shao sing Lin), 셰이천(XIE YE-CHEN)

Thailand 시티퐁 용시리(Sittipong Yongsiri)

결선 진출자

1위    Korea 최원재(Choi Wonjae)

2위    Taiwan 셰이천(XIE YE-CHEN)

3위    Hong Kong 애슬리 청(Ashley Cheung)

4위    Korea 김영진(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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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이벤트 <WLAB 인비테이셔널>

올해는 월드라떼아트배틀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특별 이벤트 <WLAB 인비테이셔널>을 진행했습니다. 
월드라떼아트배틀의 역대 챔피언들과 세계 각국의 우수한 바리스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TOP 바리스타들이 
보유한 최고의 라떼아트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초청자

2019~2020 스위스 챔피언 Switzerland 그렉 레이몬드(Greg Raymond)

2023 스위스 챔피언 Switzerland 다리오 파이버(Dario Pieber)
월드라떼아트배틀 1회 챔피언 Korea 박주성(Park Juseong)
월드라떼아트배틀 2회 챔피언 Korea 이지유(Elly)
월드라떼아트배틀 4회 챔피언 Korea 엄성진(Umpaul)
월드라떼아트배틀 6회 챔피언 Korea 이준(Mir)

2016 월드라떼아트챔피언십 챔피언 Australia 케일럽 차(Caleb Tiger Cha)

2022 베트남 챔피언 Vietnam 팜 바 두이(Pham Ba Dui)

결 선

1위   Korea 이준

2위   Switzerland 그렉 레이몬드

WLAB 협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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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리아커피리그 부대행사

한국 대표 바리스타 경연 ‘코리아 커피 리그(KCL)’는 우리나라 커피산업의 질적 발전 및 기술 인재 
발굴과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대회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커피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장 소 3층 C홀 스테이지 
주 최 월간커피

주 관 코리아 커피 리그 위원회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2003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커피 경연 한국바리스타챔피언십은 우리나라 원두커피산

업의 발전과 함께해온 전통있는 대회입니다. 올해는 총 2라운드로 진행되어, 1라운드는 
선수가 직접 선택한 대회용 커피 원두를 15분 내 4잔의 에스프레소로 제조하는 방식, 2
라운드는 20분 내 4잔의 창작메뉴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결선   11월 24일(목) ~ 26일(토)     우승   최예슬 (커피루소)

한국 TEAM 바리스타 챔피언십

KCL의 유일한 단체전인 한국 TEAM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분주한 카페를 무대로 옮겨 놓
은 듯한 컨셉으로 생동감 넘치는 현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 명의 바리스타가 한 팀을 
이뤄 제한 시간 안에 모든 메뉴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 순서대로 음료를 제공하면 점수

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선과 결선에서는 20분의 시간 동안 30가지 메
뉴를 시연해 긴장감과 동시에 여러 메뉴를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결선   11월 23일(수)     우승   김영진(커피몬스터 커피랩), 윤인석(어비스커피로스터스)

마스터 오브 커핑

마스터 오브 커핑은 단순히 O, X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같은 향미를 갖고 있는 커피를 찾
아 내는 커핑 대회입니다. 본선에서는 6분의 제한시간 내에 각 섹션별로 제시된 레퍼런스

잔과 동일한 종류, 가공방식, 산지 등의 커피를 가려내야 해 참가자들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선   11월 23일(수), 25일(금)      우승   최제민 (무소속)

마스터 오브 브루잉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성장과 홈카페 문화의 확산 추세에 발맞추어 브루잉에 대한 인
식을 넓히고자 2016년 처음 선보였던 대회입니다. 6종의 공식 그린빈 중 원하는 커피를 
골라 로스팅하고 원하는 추출 도구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선보여야 하는 방식으로, 1인의 
참가자가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경연을 진행했습니다. 다채로운 커피 향미와 함께 브루잉

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결선   11월 24일(목), 26일(토)     우승   조현우 (더네스트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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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연간 홈페이지 방문 수
11,245,806 

2019년 대비 97% 증가

광고/홍보 진행내역

2019 2020 2021 2022

5,700,601

11,2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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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채널

광고/홍보 진행내역

● 인스타그램 2.6만 팔로워  (프로필 방문자 수 2021년 대비 32.4%증가)

체리스 초이스 선정제품 소개

서울커피스팟 선정 카페 큐레이션

커피앨리 참가사 소개

카페쇼 뉴스 소개

친환경 캠페인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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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채널

광고/홍보 진행내역

● 페이스북  국문 7.4만 / 영문 1.1만 팔로워.

동시행사 소개 <월드커피리더스포럼>

행사 프로그램 안내 

동시행사 소개 <서울커피페스티벌>

참가사 소개

(페이지 도달 2021년 대비 25.1% 증가) 

엔조이카페 지역별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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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채널

광고/홍보 진행내역

● 유투브 1.37천 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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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채널

광고/홍보 진행내역

● 네이버 블로그 연간 방문자수 100,5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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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채널

광고/홍보 진행내역

● 카카오톡 채널 1.6만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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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지면 42건 / 온라인 1,159건 총 1,201건

광고/홍보 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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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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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발송 (국내/해외)
62만 데이터베이스 연간 20회 발송

서울카페쇼 및 동시개최 행사 정보, 커피 업계 트렌드, 참가업체 및 프로그램 소개 등 

광고/홍보 진행내역

● 국문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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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 영문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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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 미디어 광고
국내외 주요 미디어 파트너와의 홍보 제류 및 콘텐츠 협업  

광고/홍보 진행내역

● 공식 미디어 파트너

월간지 지면 광고

국내 

해외

Monthly Co�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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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 해외 유관 박람회 참가

Specialty co�ee expo 2022 (Boston, USA)

커피TV 미디어 운영

World of Co�ee 2022 (Milan,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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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코엑스 XSPACE

● 옥외광고

코엑스 미디어타워

코엑스 주차장 정산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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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카페쇼 파트너십 ‘엔조이카페’ 226개

서울카페쇼 선정 ‘서울 커피 스팟’ 카페 20개

가로등 배너 (영동대로) 육교 현판 (선유도, 남산2호 터널 등 9개소)

광고/홍보 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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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 카카오메이커스
서울카페쇼 x 카카오메이커스 온라인페어 광고

카카오메이커스 플러스 친구

300만 명 대상 푸시 알림

카카오 비즈보드 배너 광고

다음 포털 쇼핑탭 광고

카카오메이커스 메인 배너 광고 카카오쇼핑 배너 광고

●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커피라이브러리, 커피토크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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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카페(ENJOY CAFE)’란?
‘엔조이카페’는 커피로 일상을 즐겁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카페들과 함께하기 위해 진행하는 서울카페쇼의 
공식 파트너샵입니다. 서울카페쇼는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카페들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카페쇼 공식 파트너샵 
“엔조이카페(ENJOY CAFE)”

3-3커피

cafe' 헤르츠인타임

Cafe1-21
가배초연

가비커피로스터스

가치커피

갈대빨대

갤러리티

고로커피로스터스

골든빈커피

골목숲

골목커피집

군산카페봄봄

그대를 위한 커피

금마커피

까페고센

꿈도미노카페

나나쓰

나린가비 일교네 커피공방

나의제주 보물섬

낭만을굽다

노리밋커피바

노스모크위드아웃파이어

노스목위닷파

논산카페

닉스냅

다이브에스프레소클럽

단일서울

달섬

더기쁜 카페/THE기쁜카페

더대청호

더데일리카페인 을지로

더바운더리 커피로스터스

데일리카페

도피오로스터리

동락커피점

디앤유커피

디어블랙 커피 컴퍼니

라바트리

라온트리

라이언스커피로스터스

라일라카페

럭키문

레크레오 에스프레소 바
레테커피

로드1950
로스팅포러와일

로일즈

롬콤

루나 더커피

루담

루디아커피

루시구시

루시드서울

리브로스

리플렉트 커피 로스터스

릿지베이커리 카페

마시미로스터스

만유인력 커피

메리메이

모나크

목로스터리카페

몰티커피

뮤지키사운드

바리스타강 커피하우스

박용정's 커피

백제숲

밸리커피

범표원두

베로티카

베리어스빈

베이커리 씨어터

베터비버터

보사노바 커피로스터스

보헤미안

북카페 선길

브니엘 커피 로스터스

브라운 듀
블랙오소

블루밍데이

비컴로스터리

빽다방전주효자엘에이치점

사이먼 커피

선휴커피

소나카페테라

소풍가는날두번째이야기

수목원가는길

스톤앤워터

스페셜

스피츠커피

시간을 내리는 커피공방

시러피하우스

시즈니

신동명의 커피공간

신림 마티스커피

씨드블라썸

아날로그3호점

아라비카1948 원주

아리숲

아모르디오

아쉬레

아우어타임

아이엠바리스타 (방이점)

아코다

아토모스

안녕,낯선사람

알로하코나

양양그곳, 카페이룸

어페어 커피

에디슨커피

에커 커피

엘림커피

엠스커피아카데미

여의도커피

오구

오멜라스 커피

오서독스

웻커피

율곡

이로리로스터스

이보크

이선희커피랩

이코브루

임배메이드

작은콩집

전현창

제너럴커피오리진

제시엘리스

챠오,벨라

청터북카페

카카오가든

카페 4776
카페 니어스

카페 돌하우스월드

카페 레이니데이

카페 마우시

카페 씨에스타 2호점

카페 아키라

카페 인
카페 정정

카페 코너스톤

카페 후암동

카페&공방 문금이네

카페1929
카페3311
카페느림

카페도란도란

카페도치

카페드레스

카페드온

카페디딤

카페라쪼

카페레아

카페메이사

카페모아

카페미니벨

카페비브

카페비케이

카페사이

카페수

카페슈퍼워커

카페아비오

카페아키라 구월점

카페안

카페여리

카페오즈

카페탬버

카페푸릇

카페히든

커넥츠커피

커피 몬스터

커피 팀버

커피10그램

커피가이

커피공방 ALLRI (올리)

커피공방 원다방

커피공방 카페리퀴드

커피나누기

커피내리는집

커피노트

커피류

커피마마 태안동문점

커피맛을조금아는남자 본점

커피발아

커피붕붕 커피볶는집

커피블루아울

커피앤세븐

커피에게

커피에스페란토

커피와 요리하다

커피자루

커피조

커피클래스

커피향기

컨테인커피

컵피트

콜라이드 커피 로스터즈

콩다방

쿵로스터리

퀘스천커피

크리에이티브로스터스

크리에이티브커피

큰곰자리

토브공작소

톨스위즈

티테리아

티하우스나니

파나카F
페이버 커피로스터스

포프트커피

프라간시아

프롬라떼 의정부

프롬유케이

플래닛커피 산청점

플레임커피 로스터스

피스크로스팅랩 (FISC Roasting Lab)
픽업커피

필디스모먼트

하루의커피

핸섬로스팅커피

향기나무커피

혜화동콩집

호두네 과자점

홍차의 숲
홍카페

엔조이카페 리스트 (ㄱㄴㄷ순)

서울
82개

경기/인천
73개

강원
9개

대구/부산/경상
21개

대전/충청/세종
20개

광주/전라
21개

2022년 파트너카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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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쇼와 함께 하세요.

2023. 4. 13 – 15   |   베트남 호치민 SECC 

2023. 5. 13 – 15   |   
프랑스 파리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2023. 11. 8 – 11   |   대한민국 서울 COEX

글로벌 커피 비즈니스의 시작,
세계 커피 산업을 연결하는 커피 비즈니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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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3 Wed – 26 Sat

Coex, Seoul

제21회 서울카페쇼

결과보고서
www.cafeshow.com

2023. 11. 8 Wed – 11 Sat

Coex, 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