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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서울카페쇼는 글로벌 커피 산업과 

식음료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플랫폼 입니다.

커피 업계의 태동기부터 대한민국 커피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서울카페쇼는 산업과 지식, 문화가 융복합 된 

창의적인  MICE 모델을 선보이며 서울카페쇼만의 

특별한 가치와 경험을 선사 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업계 관계자들이 추천하는 B2B 전시회 

서울카페쇼는 글로벌 커피 및 F&B 시장의 트렌드를 

한 눈에 보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는 전문 전시회로 

업계를 대표하는 Global Top 전시로 

선정되며 그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성과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카페쇼는 여러분의 

빛나는 성공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나온 20년보다 앞으로의 20년이 더욱 기대되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 서울카페쇼가 되겠습니다.

World Class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Global Top 전시회

서울시 글로벌 융복합 대표 MICE 전시회

아시아 전시컨벤션협회 AFECA Award 최우수상

세계 최초 UN 산하 국제커피기구 ICO 공식 후원



6 GLOBAL LEADER IN COFFEE EVENT

참가사가 만족하는 역사 깊은 전시회

2002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산업 및 참가사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서울카페쇼는 참가사의 

93% 이상이 재참가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0개국 625개사 3000여개 브랜드(2021)

참가업체 재참가율 93% 이상

참가업체 만족도 92%

Ti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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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바이어가 직접 찾아오는
효과적인 전시회

매년 11월, 전 세계 주요 바이어들이 서울을 대거 방문합니다.

전 세계 업계 종사자들의 Must-Attend 플랫폼 서울카페쇼는

시장 점유율 선도를 위한 필수 참가 전시회입니다.

B2B 참관객 만족도 99%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Mocha Port” 운영

국내외 빅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운영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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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eriod

Venue

Organizer

Host

Item

Size

Certification

Sponsor

Supporter

Partner

제21회 서울카페쇼

2022년 11월 23일 – 26일, 4일간

서울 코엑스 전관 A, B, C, D홀(36,007m2)

엑스포럼,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 

엑스포럼, 월간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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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 40개국 650개사 2,000부스
참관객 80개국 150,000명

UFI, AKEI

국제커피기구(ICO),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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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커피TV, Co�ee t&i, Co�ee Traveler, Sprudge, 
Roast Magazine, Bar Talks, Haps Magazine

The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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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경쟁력을 선사할 다양한
원부재료부터 토탈장비까지 라인업.
우리 카페의 신메뉴 개발 도전!

장비설비, 원부재료,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애프터눈 티파티’처럼 향긋한 티와
달콤한 디저트가 어우러진 공간.
고객의 감성에 맞는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아이템의 향연!

차, 음료, 초콜릿, 디저트,
테이블웨어, 인테리어, 매장설비

Hall A

Cafe Essentials

Hall B

Sweet Additions

Composition
1F

Hall A
Hall B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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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산지부터

최신 커피 트랜드까지 한자리에.
완벽한 커피 한잔을 위한 기술과
열정의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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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카페에 멋과 맛을 더하다.
전세계 최고의 커피와 힙한 카페들이
한자리에!

스페셜티커피, 로스터리카페,
커피머신 및 용품

Hall C

Coffee Fundamentals

Hall D

Unique Blends

3F

Hall C

F
o

ru
m Hal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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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Grand
Ballroom

Hall A

Hall B

East Gate

West Gate

South Gate 2

South Gate 1

North Gate

(Yeongdong-daero Exit)

Hall D

Hall C

1F

3F

스페셜티커피, 로스터리카페,
커피머신 및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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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음료, 초콜릿, 디저트,
테이블웨어, 인테리어, 매장설비

장비설비, 원부재료,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1F

3F

*본 배치도는 추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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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rogram 

Mocha Port
서울카페쇼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과거 커피 무역의 발상지였던 예멘의 무역향 모카포트(Mocha Port)에서 착안한 카페쇼의 비즈
니스 매칭 플랫폼입니다. 서울카페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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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ry’s Choice

신제품·인기제품 특별 쇼케이스

커피 열매인 “커피 체리의 선택” 이라는 네이밍의 체리스 초이스는 서울카페쇼 참가사의 전시 품목
을 큐레이션한 신제품 & 인기제품 쇼케이스 특별관입니다. 체리스 초이스는 차기 년도 히트 예감 
아이템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30개의 신제품(New)과 30개의 인기제
품(Hot)을 전시장을 찾는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선보입니다. 

Cafe Show Excellence Awards
우수제품 선정 서울카페쇼 공식 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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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어워드 수상 제품

Award Company Product

Outstanding Innovation
제로쓰로 리얼나인

오진양행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Creative Design
스칸딕프라자 스프라우드

힛더티 슈퍼보리

Superior Sustainability
다질리언 아이옵

써모스코리아 데일리 원터치 텀블러

Savory Leader
셀플러스 스위트페이지 익스

전한에프엔씨 라바짜 호환 캡슐커피

Made in Korea
민트로봇 스퀘어민트

카파아이엔티 포모나 휘핑스프레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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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 Event

Competition

World Coffee Battle

• 월드라떼아트배틀
• 월드칵테일배틀

Korea Coffee League

• 코리아 바리스타 챔피언십
• 코리아 TEAM 바리스타 챔피언십
• 마스터오브커핑
• 마스터오브브루잉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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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stery

• 커피앨리
• 커피브루잉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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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 체리스 초이스
• 카페쇼 엑셀런스 어워드

Green Campaign

• 에코프로젝트 땡큐커피

Experience Zone

• 커피라이브러리
• 커피아트갤러리
• 커피사이언스랩

Coffee Tour
• 서울커피투어버스
• 서울커피스팟
• 엔조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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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커피리더와 함께하는
지식과 정보 교류의 장

Title

Period

Venue

Organizer

Size

Language

Program

Contact

제11회 월드커피리더스포럼

2022년 11월 23일-26일, 4일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조직위원회

60개국, 3,000명

영어, 한국어

글로벌세션, 오리진어드벤쳐세션, 프로페셔널세션, 
SCA 교육 프로그램, 월드테이스팅스테이션, 웰컴리셉션 등

02-6000-6673  I  info@wclforum.org  I  www.wclforum.or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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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 가득한 서울,
오감만족 도시문화 축제

Title

Period

Venue

Sponsor

Size

Program

Contact

Festival

제7회 서울커피페스티벌

2022년 11월 23일-26일, 4일간

서울 코엑스 및 주요 카페거리

서울특별시

80개국, 15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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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000-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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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Step 1  부스 종류 선택

Step 2 부스 규모 선택
 필요 면적을 산출하여 부스 수 확정

 ▶ 1부스 : 가로 3m x 세로 3m(약 2.7평)

Step 3 코너 옵션 선택
 2면 오픈 : 400,000원

 ▶ 3부스 이하만 신청 가능, 선착순 50개사 접수

Step 4 할인 프로그램 적용
 ▶ 조기 신청(~2022년 2월 28일) : -280,000원/부스

 ▶ 전년도 연속 참가(2021) : -84,000원/부스

 ▶ 5회 이상 참가(2016~2022) : -140,000원/부스

Step 5 추가 옵션 선택
 ▶ 스폰서십 프로그램(부스 위치 선정, 공식 아이템 제작 등)

 ▶ 추가 패키지(통역, 브랜드 홍보, 비즈니스 상담 등) 

Step 6 부대시설 신청
 전기, 급배수, 인터넷 등

구 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금액                2,800,000원/1부스                          3,200,000원/1부스

기본 
제공

전시면적만 제공

·코엑스에 등록된 장치공사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부스 디자인을 확정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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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면적

바닥 카펫 3m x 3m

목공 벽체 구조물 높이 3m, 흰색

전기 1kw

조명 (암스팟) 3ea

상호 간판 국영문 패널

인포데스크 및 의자 1조(업체당)

특징

·차별화된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가능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 제고
·코엑스 지정업체 선정하여 시공
·참가비 이외에 장치에 대한 추가예산 집행

·부스시공을 주최 측에서 일괄 진행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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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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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s

구 분 제공사항 비 용

Upgrade 패키지 비품
미팅 테이블세트(의자4ea, 원형 테이블1ea)

브로슈어 거치대 1ea
300,000원

Translation 패키지 통역 영한 통역(8h x 4일) 1,000,000원

Seminar 패키지 세미나룸
추가 공간 세미나룸 임대

(3층 C홀 맞은편 외부 컨퍼런스룸)
1일 / 2,000,000원
4일 / 6,000,000원

Brand Maximizer 패키지 브랜드 홍보
부스 상단 천정배너 설치

부스배치도 내 브랜드 로고 표기
초청장 50매

3,000,000원

Business Maximizer 패키지
비즈니스

상담극대화

비즈니스 매칭 검색 상단 노출
바이어 대상 뉴스레터 내 제품소개

디렉토리 지면광고 1p
체리스초이스 선정 게런티

초청장 50매

5,000,000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전 기
(단상220V, 삼상220V, 삼상380V)

주 간  70,000원/KW
24시간 90,000원/KW

압축공기 250,000원

전 화
국 내  50,000원
해 외  200,000원

인터넷 LAN 250,000원

급배수 250,000원 참관객 등록시스템 250,000원

※ 조립부스는 부스당 1kw의 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AT 별도)

(VAT 별도)추가 옵션 패키지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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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 상세내용은 사무국 문의시 추가 자료 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

구분 Platinum Gold Silver Bronze

가격 50,000,000원 36,000,000원 24,000,000원 12,000,000원

협찬업체수 제한 1개사 2개사  3개사  10개사 

P-1 부스 위치 선택권  계약 즉시 부스위치 선택

P-2 웰컴리셉션 건배 제의 ○

P-3 전시장 입구 홍보물/샘플 배포 ○

P-4 공식 장치물 협찬사 로고 노출 ○ ○

P-5 전용 출입증 제작 100개 50개

P-6 로비 콩코스배너 ○ ○

P-7 협찬사 전용 천정배너 ○ ○ ○

P-8 전시장 내 창고 제공 ○ ○ ○

P-9 공식 사인물 협찬사 로고 노출 ○ ○ ○

P-10 공식 인쇄물 협찬사 로고 노출 ○ ○ ○ ○

P-11 부스배치도 내 협찬사 로고 표기 ○ ○ ○ ○

P-12 전시장 입구 LED 협찬사 홍보영상 광고 ○ ○ ○ ○ 

P-13 전시장 입구 등록대 화면 협찬사 로고 노출 ○ ○ ○ ○

P-14 포토월 협찬사 로고 노출 ○ ○ ○ ○

P-15 홈페이지 배너 광고 ○ ○ ○ ○

P-16 모바일 APP 배너 광고 ○ ○ ○ ○

P-17 뉴스레터 배너 광고 ○ ○ ○ ○

P-18 디렉토리 지면 광고 ○ ○ ○ ○

No. 구분 제공사항

S-22 참관객 출입증 출입증 목걸이(랜야드) 협찬사 로고 삽입 / 랜야드 두께 : 20mm

S-23 카페쇼 공식가방 부직포백 가방 협찬사 로고 삽입 / 컬러 : RED

서울카페쇼를 방문하는 전 세계 15만명의 눈과 귀를 사로 잡을 수 있는 방법
공식 스폰서 업체에게는 계약 즉시 부스 위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됩니다.

부스 배정 방법 1차 : 스폰서 선택

2차 : 4부스 이상 참가사(부스 배정의 날 직접 선택)

3차 : 4부스 미만 참가사(사무국 적의배정)

※ 각 그룹은 부스 규모, 신청 순서, 참가 횟수, 행사 기여도 등을 합산한 부스 배점에 따라 배정 순서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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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1. 신청자

회    사     명 
(사업자등록증 기준)

 국  문 영  문

주            소  (신우편번호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소  속  /  직 위

전           화  팩                  스

휴    대    폰 E -m a i l

홈  페  이  지 

브    랜    드

전    시     품 

전  시  품  목 
(ZONE)

(             ) 커피    (             ) 차    (             ) 베이커리    (             ) 초콜릿    (             ) 음료   
(             ) 아이스크림/젤라또   (             ) 원부재료    (             ) 포장재/용기   
(             ) 인테리어    (             ) 매장설비    (             ) 프랜차이즈    (             ) 기타

* 배치를 원하는 존에 우선 순위를 기입해주세요.

2. 부스 신청

구  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신청내역 (A)           (                 ) 개 부스           (                 ) 개 부스 

제  공  내  역 전시면적만 제공 전시면적+목공식부스

담당자 (서명)

3. 부스참가비

구  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해당체크 

(V)부스 단가 2,800,000원 3,200,000원

할인프로그램

① 조기할인 (~2022년 2월 28일) -280,000원

② 전년재참가 (2021년 참가사) -84,000원

③ 5회 이상 참가 (2016년~2022년) -140,000원

특별프로그램 코너부스(3부스 이하)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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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VAT포함)을 계약금으로 납부합니다.
□  2022년도 서울카페쇼 스폰서십 상담신청을 희망합니다. (□ 예 / □ 아니오 )
□  카페쇼 해외브랜드 전시회 상담신청을 희망합니다. (□ 베트남 / □ 파리)

(서명)대표이사

2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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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

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제21
회 서울카페쇼 (Cafe Show Seoul 2022)’를 말한다. 주관자라 함은 
‘엑스포럼’과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엑스

포럼’과 ‘월간커피’를 말한다.

제2조  전시 공간 할당 
주최자는 참가신청순서, 계약금 납입순서, 기 참가 횟수, 참가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 절차 
참가신청 및 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비의 50%를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후 일주일 내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 50%는 2022년 7월 31일까지 납부한다. '참가신청 및 계약서'가 
접 수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참가취소시 제9조의 조항

이 적용된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

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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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

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6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

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현장판매 금지 
전시회 참가 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시연하고 관람객에게 보

여주는데 있으며,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단 
주최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 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 및 시식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

으로 한다. 

제8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

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후 15일 이내에 주

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

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신청시 ~ 2022년 2월 28일 기간 중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 총 참

가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2년 3월 1일 ~ 7월 31일 기간 중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 총 참

가비 또는 축소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  2022년 8월 1일 이후 참가취소 또는 규모축소 : 총 참가비 또는 축소

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최자에게 납부

제10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코엑스(COEX)

의 규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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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판로 개척의 지름길, 카페쇼

유럽 최대의 커피시장 프랑스 파리
Cafe Show Paris

Cafe Show Paris 2022
2022년 5월 21일 - 23일, 3일간
프랑스 파리 Porte de Versailles
www.cafeshow.fr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Cafe Show Vietnam

Cafe Show Vietnam 2022
2022년 7월 21일 - 23일, 3일간
베트남 호치민 SECC
www.cafeshow.com.vn

세계 최대 커피 및 식음료 전시회
Cafe Show Seoul

Cafe Show Seoul 2022
2022년 11월 23일 - 26일, 4일간
대한민국 서울 COEX
www.cafeshow.com



서울카페쇼 사무국
Cafe Show Organizer

(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길5
5, Baekjegobun-ro 9-gil, Songpa-gu, Seoul, Korea

T  02-6000-6719, 6720
E  info@cafeshow.com

F  02-881-5429
H  www.cafeshow.com

2 0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