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최결과

1F

Hall A

Hall B

Hall B

Hall A
커피머신,
토탈 장비 및 설비,
원부재료, 젤라또,
아이스크림

커피, 차, 음료, 베이커리, 
초콜릿, 디저트, 테이블웨어,
카페 인테리어 및 소품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 카페,
커피 머신 및 용품

특별이벤트
한국바리스타챔피언십, 한국TEAM바리스타챔피언십
WBC All-Stars, 커피아로마챔피언십
커피 사이언스 랩

특별이벤트
커피토크, 월드라떼아트배틀
마스터오브커핑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Hall DHall C
커피 산지국가, 생두, 원두,
로스팅/브루잉/그라인딩 장비, 커피 머신&용품

국내 최대, 국가 대표
커피 비즈니스 플랫폼

2015 서울카페쇼
555개사  2,000부스
코엑스 전관 36,007㎡



개최결과

명칭

기간
장소
주제

제14회 서울카페쇼
The 14th Seoul Int’l Cafe Show 2015

2015년 11월 12일(목) ~ 11월 15일(일), 4일간
서울 코엑스 전관 (A, B, C, D홀)
Collaborate the World

주최 엑스포럼, 월간커피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국제커피기구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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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주한 르완다 대사관,
주한 멕시코 대사관, 주한 베트남 대사관,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한 케냐 대사관,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주한 파나마 대사관,
주한 폴란드 대사관, 주한 체코 대사관, 페루상무관,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개최결과

세계 76개국 140,730명 참관

MUST ATTEND SHOW
AROUND THE WORLD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참가사 168
245

326

430

520 555
FROM

35 COUNTRIES

참관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8,767
53,420

53,420

101,725

123,717 140,730
FROM

76 COUNTRIES

COFFEE SHOP/HOTEL/
RESTAURANT OWNERS

& MANAGERS

DISTRIBUTORS/
RETAILERS/

WHOLESALERS/
IMPORTERS

FRANCHISE
& FRANCHISEES

BARISTARS/
ROASTERS/

CHEFS/
PATISSIERS

CATERING
SERVICES

MEDIA GOVERNMENT 
& TRADE

ASSOCIATIONS

32.8%

27.2%
16.5%

15.48%

4.1%

2.8%
1.2%

직업별대륙별

북미

중동

유럽

기타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47.2%47.2%

13.6%

10%

9.7%

7.2%

6.8%
2.9%
2.6%

아시아



부대행사

제4회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2015

세계 커피석학과
커피인을 위한 지식교류의 장

11 14 2015

명칭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World Coffee Leaders Forum

기간 2015년 11월 11일(수) ~ 11월 14일(토), 4일간
장소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 4층

주제 Coffee, More Than Just Coffee 
A Brand and Its Pursuing Values in Coffee

주최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www.wclforum.org 

프로그램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관광마케팅, 한국관광공사, 
국제커피기구(ICO), 유럽스페셜티커피협회(SCAE),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KFTO)

커피, 그 이상의 커피
커피 속 브랜드와 추구가치

규모 52개국 1,407명

Plenary Session | World Coffee Adventure Session
Technical Session | Re:verb Seoul (Powered by WCE)



커피인의 향연, 커피를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부대행사

각종 경연대회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KOREA BARISTA CHAMPIONSHIP

한국 팀바리스타 챔피언십 
KOREA TEAM BARISTA CHAMPIONSHIP

마스터오브커핑
MASTER OF CUPPING

월드라떼아트배틀
WORLD LATTE ART BATTLE

월드커피아로마챔피언십
WORLD COFFEE AROMA CHAMPIONSHIP

윌튼콘테스트코리아
WILTON CONTEST KOREA

기간 
장소 

2015.11.12(목) ~ 13(금), 15일(일) 
  전시장 내 대회장 (D홀, D530)

주제 Blended by Somebody, Coffee Fantasy 

기간 
장소 

2015.11.14(토) 

주제 Counting On You, 커피 싱크로나이즈 
전시장 내 대회장 (D홀, D530)

기간 
장소 

2015.11.12(목) ~ 15(일) 
전시장 내 대회장(C홀, C240) 

주제 Coffee Sensation, 커피에 몰입하는 훈련 

기간 
장소 

2015.11.14(토) ~ 15(일) 
전시장 내 대회장(C홀, C950) 

주제 Extreme Barista Tournament  

기간 
장소 

2015.11.12(목) 
전시장 내 대회장(D홀, D510) 

기간 
장소 

2015.11.12(목) ~ 15(일) 
A&B홀 연결통로 S104   

주제 What is your dream?  



커피 전문가의 노하우를 직접 보고 익히는

부대행사

교육 프로그램

카페쇼 전문가 세미나 
CAFE SHOW EXPERTS SEMINAR

기간 
장소 

2015.11.12(목) ~ 15일(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 317호 

 
11월 12일 (목) 

시간 10:00~12:00 10:00~13:00 12:30~15:30 15:00~17:00 

주제/연사 

에스프레소 머신의 
현재와 미래 
방정호 

(비다스테크) 

브루잉 인사이트 
추출에 관한 관찰분석 

사선희 
(싸이펀커피 대표) 

스텝업 라떼아트 
정경우 

(코리아커피벨트) 

현실에 기반한  
에스프레소 퀄리티 컨트롤 

박근하 
(프릳츠커피컴퍼니) 

11월 13일 (금) 

시간 10:00~12:00 10:00~13:00 12:30~14:00 15:00~17:00 

주제/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로스팅 프로파일 구축 

유승권 
(뉴웨이브커피로스터스) 

문제적커피 
- 왜  맛있을까? 

송훈 
(Cafe 101) 

지금의 스페셜티 커피 
제임스 호프만 

(스퀘어마일커피 로스터스)
김병기 

(프릳츠커피컴퍼니) 

성공적인 
디저트 메뉴전략 
박찬인 

(마망갸또) 

11월 14일 (토) 

시간 10:00~12:00 10:00~13:00 12:30~15:30 15:00~17:00 

주제/연사 
커피 블렌딩 플랜 

원경수 
(인디커피) 

커피 향미 평가와 
CoE, SCAA 커핑시트 

최치훈 
(유럽커피바리스타학원) 

에스프레소 추출과 
테이스팅 
이종훈 

(커피그래피티) 

커피산지의트렌드에 따른
생두  구매전략  
서필훈 

(커피리브레) 

11월 15일 (일) 

시간 10:00~12:00 12:30~14:30 

주제/연사 
커피와 유기산 
안지영 

(코리아커피아카데미) 

골목시장 생존법 
김남균 

(그문화갤러리) 



기간 
장소 

2015.11.12(목) ~ 13일(금)
전시장 내 대회장 (C홀, C950) 

 

부대행사

커피토크
COFFEE TALK

  11월 12일(목) 

11:00~12:00 
< The Power of authenticity in Brand identity > 
Michael Phillips, Blue Bottle Coffee, Director of Training 

12:00~13:00 
< 3 Rules to Building a Successful Media Brand via Social Media > 
Henry Wilson, Perfect Daily Grind, Founder 

13:00~14:00 
< 브랜드토크1 > 루아흐커피에서 로스터폴 찾기 
루아흐 커피 

14:00~15:00 
< 세계 로스팅과 추출 트렌드, 그리고 그 이유 > 
SangHo Park, Founder, Spark Coffee Consulting  

15:00~16:00 
< 브랜드토크2 > 믹솔로지스트  김봉하와  포모나가  함께  하는   

카페를 위한 믹솔로지 메뉴 제안 카파아이엔티
 

  11월 13일(금) 

11:00~12:00 
< Road to Cham ip on > 
Sasa Sestic, 2015 WBC Champion 

12:00~13:00 
< The Multi-Sensory Perception of Coffee >  
Emma , SCAA, Coffee Science Manager 

13:00~14:00 
< 브랜드토크3 > NUA FRESH브랜드 소개와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매력 
인터지에스지 

14:00~15:00 
< Hit the road Jack! > 
Caleb Cha, 2015 WLAC Champion 

15:00~16:00 
< 브랜드토크4 > 스프레이 더치커피머신 및 추출커피  
라르고 

Sage

커피 전문가의 노하우를 직접 보고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



부대행사

월드 커피 어드벤처 세미나
WORLD COFFEE ADVENTURE SEMINAR

커피 전문가의 노하우를 직접 보고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

기간 
장소 

2015.11.13(금) ~ 14일(토)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기업 세미나
BUSINESS SEMINAR
기간 
장소 

11월 12일(목) ~ 15일(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

주관사 FlavorActiv Ltd
 

 

  11월 13일(금) 

10:00~12:00 
Session 1. INDIA / Mr.Chandrasekar Munuswamy 
(Secretary, Coffee Board of India) 

12:00~14:00 
Session 2. BURUNDI / Mr.Augustin Manirakiza 
(Promotion & Marketing Manager, Café de Burundi) 

14:00~16:00 
Session 3. COLOMBIA / Mr.Santiago Pardo 
(Director-Asia, Colombian Coffee Growers Federation) 

  11월 14일(토) 

10:00~12:00 
Session 4. MYANMAR / Mr.Andrew Hetzel 
(Consultant, Coffee Quality Institute)  

12:00~14:00 
Session 5. ETHIOPIA / Mr.Abdullah Bagersh 

(Chairman, African Fine Coffees Association) 

14:00~16:00 
Session 6. HONDURAS / Mr.Arnold Pineda 
(Chief Executive Officer for Cafe de Honduras) 



부대행사

커피 전문가의 노하우를 직접 보고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

리버브 서울
Re:verb Seoul (Powered by World Coffee Events)

기간 
장소 

2015.11.12(목)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 

 

SCAA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t contractor
for Fair Trade USA

Media & Hospitality Consultant
Owner of Bench Works LLC

Colleen Anunu

Owner of Coffee Lab
in S o Paulo

Isabela Raposeiras

Alex Bernson

Global consultant and
three-time US Cup
Tasters Champion

Benjamin Kaminsk

Blue Bottle's Coffee Green Buyer, SCAA
Sustainability Council liaison to BGA

Stephen Vick



부대행사

커피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체험행사 / 특별관 / 비즈니스 행사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COFFEE TRAINING STATION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올스타즈 
WBC ALL-STARS

체리스 초이스 (신제품/인기제품 쇼케이스)
CHERRY’S CHOICE

커피사이언스랩
COFFEE SCIENCE LAB

웰컴 리셉션
WELCOME RECEPTION

서울 나이트 투어
SEOUL NIGHT TOUR

기간 
장소 

2015.11.12(목) ~ 15(일) 
A&B홀 연결통로 S102  
C&D홀 연결통로 S302 

기간 
장소 

2015.11.12(목) ~ 15일(일) 
전시장 내 C홀, C660 

주제 최고의 한 잔을 위한 실전 트레이닝 

기간 
장소 

2015.11.13(금) ~ 15일(일) 
전시장 내 대회장 (D홀, D510)   

주제 World Best Coffee Experience to You

 

기간 
장소 

2015.11.12(목) ~ 15(일) 
C&D홀 연결통로 S304 

주제 미래형 커피의 첨단 기술을 경험하세요! 

기간 
장소 

2015.11.12(목) 18:00~21:00 
코엑스 1층 Lu 

참석자 서울카페쇼 참가사 및 바이어 / WCLF 초청연사 

기간 
장소 

2015.11.13(금) 
서울 시내 

주제 외국인 바이어 & 참가사 서울 관광명소 투어 



홍보프로그램 / Online

ON-AIR

전시회 홈페이지
최다회원! 170,000

원하는 정보가
바로 지금 내 손 안에

언제 어디서나
카페쇼 현장을 만나다!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APP

카페쇼 ON AIR



홍보프로그램 / Online

40만 데이터베이스
연중 발송 25회

뉴스레터 NEWSLETTER

@
| 국 영문

Korean

English



홍보프로그램 / Online

제휴 이벤트를
통한 참가업체

이벤트

TRY ME EVENT

| SNS

EVENT!

브랜드 홍보 극대화!



홍보프로그램 / Online

SNS channel

페이스북
75,258

인스타그램
500fan

네이버블로그
1,096이웃

트위터
3,200

follower

follower



타겟 집중형 온라인 매체
배너광고 통한 사이트 유입

9,600회

홍보프로그램 / Online

디스플레이 광고



블로그 / 카페
후기 포스팅

2,000회

홍보프로그램 / Online

서울카페쇼 후기



MBC, SBS 등 공중파 및 케이블

지면기사 30건 온라인기사 400건

언론홍보 | 방송

언론홍보 | 기사

5건 방송

홍보프로그램 / Offline



광고

홍보프로그램 / Offline

글로벌 이벤트 및
미디어 파트너와의 홍보 제휴



카페리안

홍보프로그램 / Offline

30인의 일반인 홍보대사 선발
활발한 온 오프라인 홍보활동

엔조이카페
전국 공식 홍보 파트너샵 440개 매장



FLOOR PLAN 
관람동선 및 부스배치도



FLOOR PLAN 
관람동선 및 부스배치도



EXHIBITOR LIST 
참가사 리스트

1킬로커피  ㈜벤타코리아  ㈜스칸딕프라자  에프터스(디지털제이)  

BAGEN 탄산수제조기  별다섯커피  스트럭처  엔디쇼케이스  

l주l빅테라 (커피인커피)  보나파르테 커피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엔자임팜  

PUKKA HERBS  보향다원  신강물산  ㈜엔푸드  

TODA  부나플러스  신한에이엠㈜  엔피씨주식회사 (리버스탭,트러스트)  

강산농원 영농조합법인  분더키친  ㈜ 신 흥 (레갈로)  엘로빈스  

게롤슈타이너 탄산수 ㈜제오막코리아  불레부  심지전문서적  엘로치오  

고고박스  ㈜뷸러  쌍계명차  엘림팩  

㈜곤트란 쉐리에 코리아  브류웍스&라그리마커피  썸스페셜샵  엘카페커피로스터스  

골드더치커피  주식회사 브리팩  ㈜쎄로또레  ㈜엠아이커피  

㈜골든파트너스  브알라  주식회사 씨나브로코리아  엠큐이공일  

㈜ 광 명 상 사  블랙드롭  씨스콜  연우제다  

구스토커피  블랙와인  씨앤디 베이커리  ㈜연팩토리  

구은순 커피 공방  비니엄인아프리카 
지비엠네트웍스코리아㈜  씨에이치에이 엔터프라이즈 [파머 커피]  영농조합법인 보성제다  

굿데이 커피  ㈜ 비비앤티티  ㈜씨엠테크  ㈜영원코퍼레이션  

㈜굿인터내셔널  ㈜비엘코리아  씨이에스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예담  

㈜글로벌 시스템  ㈜비체룸  씨제이제일제당㈜  (유)예주월드  

글로벌비엔피(BRITA)  비케이씨  ㈜아로니아농산  오렌더  

㈜글로벌비전코리아  ㈜ 비티엔  아리아워크룸  ㈜오렌지피플  

㈜글로벌제너레이션  비해이븐  ㈜아마존바이탈  오진양행  

㈜ 글로비스얼라이언스  ㈜빅솔  아미트레이딩  오페라빈로스터스  

㈜기정인터내셔날  빅푸드시스템  주식회사 아베  주식회사 올댓아이스  

기타드 / 록키마운틴초콜릿팩토리 빈브라더스  ㈜아셀푸드  올라브코리아(한영에프앤비)  

꼬꼬노리  빈프로젝트 커피로스터스  아스카소 코리아  올프레쉬  

끄레모소  빌라토브  ㈜아스펜코리아  ㈜ 우리들  

나래인터내셔널  삐삐림  아시아스페셜티커피협회  우리비㈜  

나무아래오후  ㈜사운드그래프  ㈜아이버블티  ㈜우성알앤에쓰  

주식회사 나이스코리아  삼원티앤비  아이빈  ㈜우신에프에이엔티  

네슬레 프로페셔널  삼주실업㈜  아이스펄  ㈜우신인터내셔널  

㈜네이처에프앤비  주식회사 상도포장기계  ㈜아이푸드넷  운해녹차  

㈜ 노부스테크  새남 에프앤비㈜  아이헤이트먼데이  울스터위버스  

녹차원㈜  ㈜새뉴  아트숨비  ㈜원더치  

농업회사법인 ㈜ 푸루구나  ㈜새빛맥스  ㈜아티산푸드시스템, 아티산리테일  ㈜원인터시스템  

농업회사법인대흥㈜  샷 베버리지스 주식회사  알레그리아 커피 로스터스  월간커피  

㈜다미안  선우실업㈜  알마씨엘로  주식회사 웜메터리얼  

다원식품㈜  ㈜선인  알트729  웰아이스  

다이나믹통상  ㈜설곡  ㈜애니원에프앤씨  ㈜ 웰파인  

다익인터내셔널  성남산업진흥재단(소공인특화지원센터)  애크미앤코  ㈜웰푸드리빙  

주식회사 다정  ㈜성우엔비테크  주식회사 앤디케이  주식회사 위드오  

다질리언  ㈜성유엔터프라이즈  앤트러사이트  ㈜유니켐  

다채  주식회사 세계로시스템  ㈜ 에 드 파  유라클 iPOS  

㈜ 닥터만 커피  세미기업㈜  에반샵  ㈜유앤아이엔젤스  

㈜대교통상  ㈜세방 비에프씨  주식회사 에스씨 코리아  이도발효차  

대성코리아㈜  세븐비  ㈜에스앤피인터내셔널  ㈜이멕스  

㈜대원지에스아이  세븐일레븐  ㈜에스앤피트레이딩  주식회사 이알코퍼레이션  

㈜대원포스  ㈜세인테크놀로지  ㈜에스이아이엘  이앤알상사  

대한다업㈜  셀렉토커피  에스제이시스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대흥코리아 주식회사    소리가 있는 동네  에스지상사㈜  인디통상  

주식회사 더드립  소복  에스프레소코리아㈜  ㈜ 인시즌  

더치랩  ㈜소시오텍 - 로이퍼 로스터  ㈜에쎄레  인터지에스지㈜  

더치프레소  소아다원  ㈜에이덴  ㈜인터코인  

데코리아 (아크바)  소프트팩㈜  에이빈  ㈜일렉트롬  

델로스치즈케익  솜 인터내셔널㈜  에이치모먼트  ㈜일신나퓨  

㈜델리스  쉬즈리빙 / 주식회사 유리스컴퍼니  에이치앤제이인터내셔널  임파트  

㈜동구  ㈜스노우폴  ㈜에이치엘아이  자기와    

㈜동남도서무역  스노우하우스  ㈜ 에취알에스  자연트레이딩  

두라이트  스메그코리아  에코소랑  장디  

주식회사 두레포장  스위트코리아 2016  에코트리카페  ㈜장성글로벌  

㈜두루인터내셔널  스위트페이지 (셀플러스)  에프앤비서비스  ㈜쟁이-달콤한 휴식  

주식회사 두리양행  

㈜두리트레이딩  

㈜두잉인터내쇼날  

두지산업㈜  

드림식품기계공업㈜  

드발롱 & 로스팅하우스  

디셈버원 인테리어 & 브레소 오븐  
& 돈나셰프 케이터링  

주식회사 디에스빈  

디엠피북스  

디자인코비  

주식회사 따벨라  

라르고  

㈜라마르조코 코리아  

라밀스페셜티커피㈜영업소  

㈜라셀르 / 대영이앤비㈜  

라토스  

랑  

래미에프앤비  

런던브릭스  

주식회사 레전드커피  

로스터폴  

㈜로시퍼제스  

로이스디자인연구소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루이초  

룩아워티  

주식회사 르뺑  

리뉴얼라이프  

㈜리빈코리아  

㈜리쉬티코리아  

㈜ 리우패밀리  

주식회사 리텍  

마그마  

마리컵  

마망갸또  

㈜마이빈스  

㈜마이크로필터  

맑은흙 도예  

매거진랜드  

주식회사 메디그레인  

㈜메모지닷컴  

메이크에코  

㈜ 메테오라  

모닝 / ㈜비엠피코리아  

주식회사 무나  

문지윤 식품연구소 올가문  

주식회사 뮤  

뮤리시스  

㈜미건씨스템  

미도 엔터프라이즈  

㈜미션통상  

㈜미스터커피  

미카커피  

밀리타 코리아  

바스코리아  

바이오루왁  

㈜발리푸드  

발뮤다  

㈜버브슨  

주식회사 베라코리아  

㈜베스트그린라이프  ㈜ 스카이코리아  ㈜에프앤지코리아  ㈜쟈뎅  



주식회사 정감  카페쇼 차이나(베이징/상하이)  파주 프로방스 베이커리  휴롬  

정글아트  칼라컵  ㈜팜투컵 커피 컴퍼니  ㈜휴앤스  

㈜정심식품  캔들 아울렛  팥이야기  흥국에프엔비  

정아트 포슬린  커피 리브레  ㈜팩스필상사  희소당  

정안 헬스 테크  ㈜커피과학  ㈜펠리니코리아  힐링팟 주식회사  

㈜정진워터퓨어  ㈜커피바이오  펠리치따  ALMAZ SEYOM BEYENE  

제나스위스 / 스토켈  커피베이  포듐  BSCA - BRAZIL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제니스코리아  커피온  (재)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정보지원센터 CAFÉ DE COSTA RICA  

㈜제니시스  커피온  폴란드그릇 에바  CAFÉ DE EL SALVADOR  

제라드컨설팅  커피팩토리 비비다이어리  폴포터리 주식회사    CAFE DE HONDURAS  

㈜제원인터내쇼날  ㈜커피플랜트  ㈜푸드디스커버리  CAFE DU BURUNDI  

㈜제이디사운드  컵케익스토리 마카롱  푸드렐라 / ㈜한미에프쓰리  COFFEE BOARD OF INDIA  

제이브라운  컷코  푸르메다  COFFEE T&I MAGAZINE  

㈜제이씨에스컴퍼니  케이앤랩세일즈 주식회사  풍경있는 차  COFFEECAPS PTY LTD  

주식회사 제이알피코퍼레이션  케이앤씨글로벌  ㈜퓨라토스코리아  COFFEIN COMPAGNIE DR. ERICH SCHEELE  
GMBH & CO. KG  

제이앤커피  케이엠통상  ㈜퓨로커피코리아  EMC KOREA   

제이제이플러스  케이필트로  ㈜프레미오에프앤비  ESSSE CAFFE´ SPA  

제일씨엔피 / PMI  ㈜코디아 아이앤티  프레시에또  FUFANN ENTERPRISE CO., LTD.  

좋은 하루  ㈜코레쉬텍  프리메라커피  FUSO INTERNATIONAL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코리아알레소  프리미어스티  GABUNGAN EKSPORTIR KOPI INDONESIA ( G A E K I )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코리아 크리스마스 페어 2015  프리미엄에스프레소  GIMA SPA  

주한 르완다 대사관  코맥 / ㈜우도상역  플라빈 & 플라빈  GIMOKA CAFFESI  

주한 멕시코 대사관  ㈜코이너스인터내셔날 / 이파네마 커피  ㈜피엔에스엔터프라이즈  GUATEMALAN COFFEES  

주한 베트남 대사관  코코리코  피오피코리아  HOTELEX SHANGHI  

주한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대사관  코코워터  피초코  INDOKOM CITRA PERSADA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 코티브  피피커피  LLACH CAFE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코페로  하리오코리아주식회사  MAU LIN FOOD CO., LTD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  ㈜ 쿄류일렉트릭  하와이안 코나 & 파바라가  ME TRANG COFFEE JOINT STOCK COMPANY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 큐엠비 코퍼레이션  한국 레몬에이드 베버리지스  MERCANTA THE COFFEEHUNTERS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크라스탄 오르조  한국 로투스㈜  MINISTRY OF INDUSTRY REPUBLIC OF INDONESIA  

주한 케냐 대사관  크레이저 커피 그룹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  MULLEGE PVT LTD CO ETHIOPIA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  클린캔틴  한국맥널티  NARDOS COFFEE EXPORT  

주한 페루 무역대표부  타바론코리아 주식회사  한국바이오인더스트리㈜   NINETY PLUS COFFEE  

주한 폴란드 대사관 무역/투자 진흥부  ㈜태환자동화 산업  ㈜한국이안스 / 테이크아웃몰  OHKI CO.,LTD.  

죽림다원  터치웍스  한국제다  OLAM SPECIALTY COFFEE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주식회사 테라  ㈜한국커피  OWL INTERNATIONAL PTE LTD  

지리산상선암차    ㈜테이트  한국커피교육센터  PRIMROSE S.P PLC ETHIOPIAN GREEN COFFEE  

㈜지앤엘푸드  테일러커피  한국코로나㈜  PRO ECUADOR  

㈜지엔인터내셔널  주식회사 토나  ㈜한마음디에스  PT ANEKA COFFEE INDUSTRY   

㈜ 지오락  토리스터  ㈜한미엔터프라이즈  PT. SANTAMA ARTAMANI   

㈜지티빈스  토블디자인  한아통상㈜  PT. VOGO KORA INDONESIA   

진기씨  토요요  한영기업  SAKURA EGYPT GROUP.  

㈜진산코퍼레이션  ㈜토탈에프앤비  한터식품  SANPELLEGRINO  

㈜진성에프엠  통인동 커피공방 ep3. black essence (㈜HnCI)  ㈜해나눔  SCAA -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진원무역  튜나페이퍼  해냄에어테크 주식회사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EUROPE  

착한커피  트랜스폴로지스틱스  핸드페인팅 커피잔 쉬즈데코  TESTI TRADING PLC  

㈜채운베스텍  ㈜트루시스템  핸디엄  THE MINISTRY OF COOPERATIVE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PUBLIC OF INDONESIA  

천보다원  트리메이트 & 트리언 인터내셔널  ㈜허니비  TME SRL  

㈜청우아이앤씨  트리즈랩  허브식품융복합산업화사업단  TORAJA MOUNTAIN COFFEE   

초인목우  ㈜티마드  허브월드  TRACON TRADING PLC   

츄로하임  티이슈  현진제업㈜  VENTURA COFFEE (PT. FORTUNIUM)  

㈜츄이에프앤비  티스카페  협동조합 다다약선  ZUC CO., LTD.  

㈜친정애  티엠지홀딩스(베질루르,  
올코코, 마르티누치, 라 샬롯)  호호  

㈜카야코리아 - 맛있는건 더 맛있어져야 한다  ㈜티원  ㈜홍익케미칼  

㈜카파아이엔티  티쿱스토어  주식회사 화수  

카페다  티테라  ㈜효신테크  

카페로메오  티투고  ㈜후레시메이트  

카페비즈  파나마대사관 / 파나마스페셜티커피협회  ㈜후스타일  

카페人 푸드 시스템  파라곤 워터 시스템  주식회사 훔볼트  

카페쇼 베트남  ㈜파라디소 코리아  ㈜휴레드  

EXHIBITOR LIST 
참가사 리스트



A홀 입구

A홀 입구

C홀 입구

B홀 입구

GALLARY사진자료

코엑스 동문

C홀 입구



A홀 전경 A홀 전경

A홀

GALLARY사진자료

등 록 등 록

A홀



GALLARY사진자료

B홀 전경 B홀 전경

C홀 전경

B홀 B홀

C홀 전경



GALLARY사진자료

C홀 C홀

D홀

D홀 전경 D홀 전경

D홀



GALLARY사진자료

비스니스 상담

비스니스 상담

비스니스 상담

비스니스 상담

비스니스 상담

비스니스 상담



GALLARY사진자료

전시장 관람전시장 관람

전시장 관람전시장 관람

전시 품목전시 품목



GALLARY사진자료

전시 품목

전시 품목전시 품목

전시 품목전시 품목

전시 품목



GALLARY사진자료

전시 품목

전시 품목전시 품목

전시 품목전시 품목

전시 품목



GALLARY사진자료

전시 품목

전시 품목전시 품목

한국 팀바리스타 챔피언십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전시 품목



GALLARY사진자료

월드 라떼아트 배틀

윌튼 콘테스트 코리아월드 커피 아로마 챔피언십

커피토크카페쇼 전문가 세미나

마스터 오브 커핑



GALLARY사진자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올스타즈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커피 사이언스 랩

체리스 초이스

웰컴 리셉션

월드 커피 어드벤처 세미나



GALLARY사진자료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리버브 서울리버브 서울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THE ORIGIN OF
Inspiration, Business, and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