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SHOW SEOUL 2023

A CUP OF THE NEW WORLD

제22회 서울카페쇼
Nov 8-11, 2023

WORLD CLASS
글로벌 대표
커피 비즈니스
플랫폼

서울카페쇼는 글로벌 커피 산업과
식음료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11월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커피 전시회로 시작하여
커피 업계의 태동기부터 대한민국 커피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서울카페쇼는 산업, 지식, 문화가 융복합된
창의적인 MICE 모델을 선보이며 서울카페쇼만의 특별한
가치와 경험을 선사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카페쇼는 커피를 포함한 글로벌 F&B 시장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안하는
전문 전시회로, 업계를 대표하는 Global Top 전시로
선정되며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F&B 산업을 비롯하여 전 산업 분야가
급속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함에 따라
서울카페쇼는 글로벌 초격차 역량을 토대로
전세계 커피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업계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롭게 도약하는 서울카페쇼는
여러분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빛나는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Global Top 전시회
서울시 글로벌 융복합 대표 MICE 전시회
아시아 전시컨벤션협회 AFECA Award 최우수상
세계 최초 UN 산하 국제커피기구 ICO 공식 후원

TIMELESS

참가사가 만족하는
역사 깊은 전시회
2002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산업 및 참가사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서울카페쇼는 참가사의 93% 이상이 재참가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5개국 672개사 3,533여 개 브랜드(2022)
참가업체 재참가율 93% 이상
참가업체 만족도 94%

SIGNIFICANT
전 세계 바이어가 방문하는
Must-Attend 전시회
매년 11월, 커피 업계 종사자 및
핵심 바이어들이 서울에 모입니다.
서울카페쇼는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성사되는
필수 참가 전시회입니다.

B2B 참관객 만족도 92%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Mocha Port” 운영
국내외 빅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운영

THE SHOW

행 사 명

제22회 서울카페쇼

기

간

2023년 11월 8일 – 11일, 4일간

장

소

서울 코엑스 전관 A,B,C,D,E홀 (37,791㎡)

주

관

엑스포럼,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

주

최

엑스포럼, 월간커피

전시품목

커피, 차, 베이커리, 원부재료, 디저트류, 아이스크림,
초콜릿, 음료/주류, 장비/설비, 인테리어,
프랜차이즈/창업, 주방가전, 외식산업

규

모

참가업체 35개국 672개사 3,533여 개 브랜드
참관객 80개국 150,000명

인

증

UFI, AKEI

공식후원

국제커피기구(ICO),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후

(예정)주한 대사관 – 과테말라, 니카라과,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브라질,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체코,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페루
무역진흥청 –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프로에콰도르,
프로콜롬비아, 페루수출관광진층청

원

파 트 너

(예정)커피TV, Coffee t&i, Coffee Traveler, Sprudge, Roast
Magazine, Bar Talks, Haps Magazine

COMPOSITION

1F

3F

Hall A

Cafe Essentials
카페에 경쟁력을 선사할 다양한
원부재료부터 토탈장비까지 라인업.
우리 카페의 신메뉴 개발 도전!
장비설비, 원부재료,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Hall B

Sweet Additions
‘애프터눈 티파티’처럼 향긋한 티와
달콤한 디저트가 어우러진 공간.
고객의 감성에 맞는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아이템의 향연!
차, 음료, 초콜릿, 디저트,
테이블웨어, 인테리어, 매장설비

Hall C

Coffee Fundamentals
커피산지부터
최신 커피 트렌드까지 한자리에.
완벽한 커피 한잔을 위한 기술과
열정의 무대!
커피(생두, 원두), 로스터기, 제연기,
그라인더, 커피머신, 추출기구, 정수필터

Hall D

Unique Blends
당신의 카페에 멋과 맛을 더하다.
전세계 최고의 커피와 힙한 카페들이
한자리에!
스페셜티커피, 로스터리카페,
커피머신 및 용품

Hall E

Coffee Alley
글로벌 로스터리 카페들의 개성 넘치는
원두와 커피!
서울카페쇼 로스터리 공동관, 커피앨리

FLOOR PLAN
3F

3F

스페셜티커피, 로스터리카페,
커피머신 및 용품

1F

차, 음료, 초콜릿, 디저트,
테이블웨어, 인테리어, 매장설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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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설비, 원부재료,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1F
*본 배치도는 추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USINESS PROGRAM
Business Program
Mocha Port
서울카페쇼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과거 커피 무역의 발상지였던 예멘의 무역항 모카포트( Mocha

Port )에서 착안한 카페쇼의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입니다. 서울카
페쇼의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통해, 관심 분야에 기반한 바이어를
참가사에게 추천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국내외 바이어들의 정보를
열람하고, 사전 미팅 계획 수립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보세요!
주요기능
•Exploring : 바이어, 참가사 정보 열람
•Matching : 관심분야 기반 바이어 추천, 미팅 신청 및 수락
•Networking : 전시회 현장 미팅

Showcase
Trend Unpacked Show
트렌드 언팩쇼
트렌드 언팩쇼 2024는 카페 산업을 이끌어 갈 혁신적인 신제품을 서울카
페쇼 현장에서 가장 먼저 공개하는 신제품 런칭 쇼케이스입니다. 온-오프
하이브리드 쇼케이스를 통해 2024년 카페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갈 혁신
적인 신제품을 드라마틱하게 홍보해보세요!

Showcase
Cherry’s Choice
체리스 초이스
신제품·인기제품 특별 쇼케이스
커피 열매인 “커피 체리의 선택” 이라는 네이밍의 체리스 초이스는 서울
카페쇼 참가사의 전시 품목을 큐레이션한 신제품 & 인기제품 쇼케이스 특
별관입니다. 체리스 초이스는 차기 년도 히트 예감 아이템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30개의 신제품(New)과 30개의 인
기제품(Hot)을 전시장을 찾는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선보입니다.

Award
Cafe Show Excellence Award
우수제품 선정 서울카페쇼 공식 어워드

2023

카페쇼 엑셀런스 어워드는 참가사 제품 및 브랜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 개척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카페 및 F&B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
모하기 위해 기획된 서울카페쇼의 어워드(Award)입니다. 체리스 초이스에
선정된 60개의 제품 및 서비스 중 분야별 최고의 우수 제품이 선정됩니다.
2022년 어워드 수상 제품
Award
Outstanding Innovation

Creative Design

Superior Sustainability

Savory Leader

Made in Korea

Company

Product

휴

레버프레소 프로

PERFECT MOOSE

Perfect Moose

우노스페이

삼성전자 키오스크

따벨라

펠로우 오드 브루 그라인더 - 화이트

하리오코리아 주식회사

하리오 아웃도어

㈜상수현

오스코

CJ제일제당

얼티브 오리지널

퍼스티아

업사이클링 블렌디드 TEA 4종

지투에이

아소부 파스텔 컬렉션

㈜엠아이씨홀딩스

마밤 에스프레소

㈜페르노리카 코리아

깔루아

쟈뎅

레브

㈜피엔에스

올온 블렌딩티 세트

대상에프앤비

복음자리 이지라떼

㈜한국맥널티

맥널티 아이브루 플러스 블랙커피

FEATURED EVENT

Seminar
• 글로벌 세션
• 프로페셔널 세션
•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 커피토크

Competition
World Coffee Battle
• 월드 라떼아트 배틀

Korea Coffee League
•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 한국 TEAM 바리스타 챔피언십
• 마스터 오브 커핑
• 마스터 오브 브루잉

Roastery
• 커피앨리
• 커피브루잉바

Showcase
• 체리스 초이스
• 카페쇼 엑셀런스 어워드
• 트렌드 언팩쇼

Green Campaign
• 에코프로젝트 땡큐커피

Coffee Tour
• 서울커피투어버스
• 서울커피스팟
• 엔조이카페

Experience Zone
• 커피라이브러리
• 커피아트갤러리
• 커피사이언스랩

CONFERENCE

글로벌 커피리더와
함께하는
커피 지식 공유
플랫폼

Title

제12회 월드커피리더스포럼

Period

2023년 11월 8일 – 11일, 4일간

Venue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Organizer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조직위원회

Size

60개국, 3,000명

Language

영어, 한국어

Program

글로벌세션, 프로페셔널세션,
오리진어드벤쳐세션, SCA프로그램, 챔피언세션 등

Contact

02-6000-6698 I info@wclforum.org
www.wclforum.org

FESTIVAL

커피향 가득한 서울,
도심 속 글로벌
커피 문화 축제

Title

제8회 서울커피페스티벌

Period

2023년 11월 8일 – 11일, 4일간

Venue

서울 코엑스 및 주요 카페거리

Sponsor

서울특별시

Size

80개국, 150,000명

Program

서울커피투어버스, 커피앨리, 커피라이브러리,
커피아트갤러리, 커피토크, 커피사이언스랩 등

Contact

02-6000-6709

PARTICIPATION

Step 1 부스 종류 선택

(VAT 별도)

구분

독립부스

금액

2,900,000원/부스

조립부스

3,300,000원/부스

전시면적

기본
제공

전시면적만 제공

바닥 카펫

3m x 3m

·코엑스에 등록된 장치공사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목공 벽체 구조물

높이 3m, 흰색

전기

1kw(부스당)

조명 (암스팟)

3ea

상호 간판

국영문 패널

인포데스크 및 의자

1조(업체당)

부스 디자인을 확정 및 시공
·사용자재와 부스 디자인에 따라 추가 장치시공비 상이
(평균 100~500만원/부스당)

·차별화된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가능
특징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 제고

·부스시공을 주최 측에서 일괄 진행

·코엑스 지정업체 선정하여 시공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참여 가능

·참가비 이외에 장치에 대한 추가예산 집행

추가
제공

·참가사 및 제품 365일 홍보(온라인 : 서울카페쇼 HP 및 SNS, 모바일 APP / 오프라인 : 디렉토리북)
·국내외 바이어 연락처 열람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Mocha Port) 사용

Step 2 부스 규모 선택

Step 5 추가 옵션 선택

필요 면적을 산출하여 부스 수 확정

▶ 스폰서십 프로그램(부스 위치 선정, 공식 아이템 제작 등)

▶ 1부스 : 가로 3m x 세로 3m(약 2.7평)

▶ 추가 패키지(통역, 브랜드 홍보, 비즈니스 상담 등)

Step 3 코너 옵션 선택
2면 오픈 : 500,000원
▶ 3부스 이하만 신청 가능, 선착순 50개사 접수

Step 4 할인 프로그램 적용
▶ 조기 신청(~2022.12.31) : -290,000원/부스
▶ 전년도 연속 참가(2022) : -87,000원/부스
▶ 5회 이상 참가(2017년~2022년) : -145,000원/부스

Step 6 부대시설 신청
전기, 급배수, 인터넷 등

OPTIONS

추가 옵션 패키지

(VAT 별도)

구분

제공사항
미팅 테이블세트(의자4ea, 원형 테이블1ea)

Upgrade 패키지

비품

Translation 패키지

통역

Seminar 패키지

세미나룸

브로슈어 거치대 1ea

비용

300,000원

영한 통역(8h x 4일)

1,000,000원

추가 공간 세미나룸 임대

1일 / 2,000,000원
4일 / 6,000,000원

(3층 C홀 맞은편 외부 컨퍼런스룸)

부스 상단 천정배너 설치

Brand Maximizer 패키지

브랜드 홍보

부스배치도 내 브랜드 로고 표기

3,000,000원

초청장 50매

비즈니스 매칭 검색 상단 노출

Business Maximizer 패키지

비즈니스 상담
극대화

바이어 대상 뉴스레터 내 제품소개
디렉토리 지면광고 1p

5,000,000원

체리스초이스 선정 게런티
초청장 50매

부대시설

(VAT 별도)

구분

금액

전기

주간 80,000원/kW

(단상220V, 삼상220V, 삼상380V)

24시간 100,000원/kW

전화

급배수

※ 조립부스는 부스당 1kw의 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 내 70,000원
해 외 250,000원

300,000원

구분

금액

압축공기

300,000원

인터넷 LAN

250,000원

참관객 등록시스템

250,000원

BOOTH LOCATION
1차

2차

3차

스폰서 (계약 즉시 위치 선택)

4부스 이상 참가사 (부스 배정의 날 직접 선택)

4부스 미만 참가사 (사무국 적의배정)

※ 2차, 3차 그룹은 부스 규모, 신청순서, 참가 횟수, 행사 기여도 등을 합산한 부스 배점에 따라 배정 순서가 결정됩니다.

SPONSORSHIP
서울카페쇼를 방문하는 전 세계 15만명의 눈과 귀를 사로 잡는 방법
공식 스폰서 업체에게는 계약 즉시 부스 위치를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됩니다.

구분

코드

\40,000,000

\30,000,000

\20,000,000

\12,000,000

1개사

3개사

5개사

10개사

스폰서 업체수

P-1

스폰서 뱃지 제공

공식 스폰서 뱃지 (Sponsor Badge) 제공

P-2

부스위치 선택

스폰서 최우선 선택

P-3

웰컴리셉션 건배제의

○

P-4

전시장 입구 홍보물 / 샘플배포

○

P-5

전용 출입증 제작

100 개

50 개

P-6

전시장 내부 창고제공

○

○

P-7

전시장 내부 천정배너

○

○

○

P-8

전시장 입구 디지털 미디어

Y PKG

X PKG

빅브릿지

P-9

전시장 입구 등록화면 DID

○

○

○

P-10

공식 인쇄물 협찬사 로고 노출

○

○

○

○

P-11

공식 디렉토리 지면 광고

○

○

○

○

P-12

부스 배치도 협찬사 로고 표기

○

○

○

○

P-13

부스배치도 웹페이지 배너 광고

○

○

○

○

P-14

홈페이지 배너 광고

○

○

○

○

P-15

뉴스레터 배너 광고

○

○

○

○

P-16

SNS 포스팅

○

○

○

○

P-17

체리스초이스 우수제품 선정

○

○

○

○

코드

구분

S-1

올해의 주빈국

Country of the Year

주빈국 PKG

\ 20,000,000

S-2

올해의 제품

Product of the Year

올해의 제품 Special Featuring

\ 20,000,000

S-4

공식 가방

Official Red Bag

카페쇼 레드백 제작

\ 25,000,000

S-5

공식 출입증

Official Badge

카페쇼 출입증 제작

\ 30,000,000

제공 사항

※ 상세내용은 사무국 문의시 추가자료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비용

APPLICATION
1. 신청자
회 사 명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

국문

영문

(신우편번호

소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소속/직위

전

팩

화

스

E-mail

휴 대 폰
홈페이지
브 랜 드
전 시 품
(

) 커피 (

전시품목

(

) 아이스크림/젤라또 (

)차 (

(ZONE)

(

) 인테리어 (

) 베이커리 (
) 원부재료 (

) 매장설비 (

) 초콜릿 (

) 음료

) 포장재/용기

) 프랜차이즈 (

) 기타

* 배치를 원하는 존에 우선 순위를 기입해주세요.

2. 부스 신청
구분

독립부스

신청내역 (A)

(

제공내역

조립부스

) 개 부스

(

전시면적만 제공

) 개 부스

전시면적+목공식부스

3. 부스참가비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해당체크

부스 단가

2,900,000원

3,300,000원

(V)

① 조기할인 (~2022.12.31)

-290,000원

② 전년재참가 (2022년 참가사)

할인프로그램

-87,000원

③ 5회 이상 참가 (2017년~2022년)

-145,000원

코너부스(3부스 이하)

특별프로그램

500,000원

적용 부스단가 (B)

원

참가비(C) = (A) X (B) + 특별 프로그램

원

VAT (D) = (C) X 0.1

원

합계 (E) = (C) + (D)

원

□ 이면의 전시회 참가규정을 수락하고, 총 참가비의 50%인
□ 2023년도 서울카페쇼 스폰서십 상담신청을 희망합니다. ( 예 / 아니오 )
□ 카페쇼 해외브랜드 전시회 상담신청을 희망합니다. ( 베트남 / 파리)

담당자

(서명)

원(VAT포함)을 계약금으로 납부합니다.

2022 .

대표이사

.

.

(서명)

TERMS

T. 02-6000-6719
F. 02-881-5429
E. info@cafeshow.com
H. www.cafeshow.com

제1조 용어의 정의

로 정한 전시장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 및 시식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

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제22회 서울카페
쇼 (Cafe Show Seoul 2023)’을 말한다. 주관자라 함은 ‘엑스포럼’과 ‘리드엑

제8조 참가신청 해지

시비션스코리아’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엑스포럼’과 ‘월간커피’를 말한다.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

제2조 전시 공간 할당

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주최자는 참가신청순서, 계약금 납입순서, 기 참가 횟수, 참가규모 및 기타 합
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제9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전시자

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 절차

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에 정한 위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비의 20%를 참가신

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청 및 계약서를 제출 후 일주일 내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중도금 30%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

는 20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한다. 잔금 50%는 2023년 7월 31일까지 납부

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한다. '참가신청 및 계약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참가

- 신청 시 ~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 총 참가비

취소시 제9조의 조항이 적용된다.

또는 축소분의 2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3년 1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 총 참가비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
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3년 4월 1일 ~ 7월 31일 기간 중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3년 8월 1일 이후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 총 참가비 또는 축소분의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

10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제10조 보충규정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코엑스(COEX)의 제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

제11조 분쟁해결

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제7조 현장판매 금지
전시회 참가 목적은 관련기자재 및 서비스를 시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데 있으며,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단 주최자가 별도

CAFE SHOW GLOBAL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Cafe Show Vietnam
Cafe Show Vietnam 2023
2023년 4월 13일 ~ 15일, 3일간
베트남 호치민 SECC
www.cafeshow.com.vn

유럽 최대의 커피시장 프랑스 파리

Cafe Show Paris
Cafe Show Paris 2023
2023년 5월 13일 ~ 15일, 3일간
프랑스 파리 Porte de Versailles
www.cafeshow.fr

세계 최대 커피 및 식음료 전시회

Cafe Show Seoul
Cafe Show Seoul 2023
2023년 11월 8일 - 11일, 4일간
대한민국 서울 COEX
www.cafeshow.com

서울카페쇼 사무국
Cafe Show Organizer
(05854)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9길5 5
Baekjegobun-ro 9-gil, Songpa-gu, Seoul, Korea

T.
F.
E.
H.

02-6000-6719, 6720
02-881-5429
info@cafeshow.com
www.cafesho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