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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Hall A

카페에 경쟁력을 선사할
다양한 원부재료부터
토탈장비까지 라인업 
017년을 강타할 우리 카페
신메뉴 개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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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원부재료,
토탈 장비/머신,
베이커리, 젤라또,
아이스크림, 쇼케이스

차, 음료, 주스, 디저트, 테이블웨어, 인테리어소품, 매장설비, 컨설팅

From Gourmet
to Total equipment

Hall C

커피 산지부터 최신 커피 트렌드까지 한자리에
완벽한 커피 한잔을 위한 기술과 열정의 무대!

커피(생두,원두), 에스프레소 머신, 브루잉기구,
로스터기, 그라인더, 정수필터

From Tea to Dessert & Item Hall D

당신의 카페에 개성강한 맛과 멋을 더하다,
나만의카페를위한특별한컨셉을블렌딩하는곳!

스페셜티커피, 로스터리 카페,
커피머신 및 용품, 스타트업

From The Unique to Blending

Hall B
From Tea to Dessert & Item

2016 개최결과

Asia No.1
Coffee Business Platform



2016 개최결과



2016 개최결과



전세계 76개국 142,067명 참관
41개국 580개사 참가

MUST ATTEND SHOW
AROUND THE WORLD

2016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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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최결과

1) 국내 지역별 참관객 2) 해외 지역별 참관객

3) 직업별 참관객 4) 참관목적

1) 국내 지역별 참관객
2) 해외 지역별 참관객
3) 직업별 참관객
4) 참관목적참관객

국내 서울  경기
/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제주
강원도
광주/전라

해외

아시아

기타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직업

카페/
레스토랑 
오너, 호텔

프랜차이즈
본사, 점주

유통,도소매,
수입업자

바리스타,
로스터,
파티시에
 요리사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미디어

목적
시장/
신상품
정보조사창업

희망

일반
관람

구매
상담

부대행사
참여

신규
거래선 방문
기존
거래선 방문

협력업체 및
제휴업체 물색

차기전시 출품조사



동시개최행사

행사명: 제5회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2016 
기간 : 2016년 11월 10일(목) ~ 11월 12일(토), 총 3일간
주최 :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조직위원회
개최장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11월 10일), 3층 컨퍼런스룸(남) (11월 11~12일)
주제 : 커피과학과 커뮤니케이션 (Coffef e e ScSScieiencncee && CoCommmmunuunicicatatiooio )n)n)
규모 : 40개국 1,500명
주최 :월드커피리더스포럼조직위원회
후원 : 국제커피기구,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컨벤션뷰로,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인 도커피협회, LUSSO
공식언어: 영어, 한국어
주요 프로그램
- 공식 프로그램: 개회식, 환영 리셉션 Opening Ceremony, Welcome Reception
학술 프로그램 : 기조연설, 플레너리 세션, 특별 세션, 인텐시브 세션, 월드 커피 어드벤쳐 세션, 테크니컬 세션, COE 특별 세션
특별 프로그램 : 커피 비즈니스 투어 Coffee Business Tour

세계 커피석학과 커피인을 위한 지식교류의 장!



제6회 한국 팀바리스타 챔피언십제6제

제14회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제6회 마스터 오브 커핑

부대행사

(Korea Barista Championship, KBC)

(Korea Team Barista Championship, KTBC)

(Master of Cupping, MOC)

- 일시 : 11월 10일(목) ~ 11일(금), 13일(일)
- 장소 : 서울카페쇼 Stage D-2 (코엑스 Hall D)장- 장 장

시 : 11월 12일(토)일- 일
장소 : 서울카페쇼 Stage D-2 (코엑스 Hall D)장- 장장장- 장 장장

일시 : 11월 12일(토) ~ 13일(일)일- 일
장소 : 서울카페쇼 Stage C-1 (코엑스 Hall C)- 장- 장

제1회 마스터 오브 브루잉
(Master of Brewing, MOB)
- 일시 : 11월 10일(목) ~ 11일(금)
- 장소 : 서울카페쇼 Stage C-1 (코엑스 Hall C)

제2회 월드라떼아트배틀
(World Latte Art Battle, WLAB)

- 일시 : 11월 12일(토) ~ 13일(일)
- 장소 : 서울카페쇼 Stage A-1 (코엑스 Hall A)

제1회 월드시그니처배틀
(World Signature Battle, WSB)

- 일시 : 11월 11일(금)
- 장소 : 서울카페쇼 Stage A-1 (코엑스 Hall A)

제2회 월드커피아로마배틀
(World Coffee Aroma Battle, WCAB)

- 일시 : 11월 10일(목)
- 장소 : 서울카페쇼 Stage A-1 (코엑스 Hall A)

경연대회



카페쇼 전문가세미나
(Cafe Show Experts Seminar)

- 일시 : 11월 10일(목) ~ 13일(일)
- 장소 : 서울카페쇼 컨퍼런스룸 317호

부대행사

교육/마케팅



월드 커피 어드벤쳐 세미나
(World Coffee Adventure Seminar)

- 일시 : 11월 11일(금)
- 장소 : 서울카페쇼 컨퍼런스룸 308호

카페쇼 비즈니스 세미나
(Cafe Show Business Seminar)

- 일시 : 11월 10일(목) ~ 13일(일)
- 장소 : 서울카페쇼 컨퍼런스룸

부대행사

교육/마케팅



SCAE 바리스타 보난자
(SCAE Barista Bonanza)

- 일시 : 11월 10일(목) ~ 11일(금)
- 장소 : 서울카페쇼 Stage C-2 (Hall D)

부대행사

교육/마케팅

커피토크
(Coffee Talk)

- 일시 : 11월 12일(토) ~ 13일(일)
- 장소 : 서울카페쇼 Stage C-2 (Hall D)



WBC 올스타즈
(WBC All-Stars Seoul)

- 일시 : 11월 10일(목) ~ 13일(일)
- 장소 : 서울카페쇼 Stage D-1 (코엑스 Hall D)
- 주최 : World Coffee Events(WCE) / 주관:엑스포럼

부대행사

체험특별관

Charlotte Malaval
France

Yoshua Tanu
 Indonesia

David Coelho
Portugal

Steve Moloney
Sweden

Lyndon
U.A.E.

Dan Fellows
U.K.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Coffee Training Station)

- 일시 : 11월 10일(목) ~ 13일(일)
- 장소 : 서울카페쇼 C749 (코엑스 Hall C)

부대행사

체험프로그램



체리스초이스 (Cherry’s Choice)

| 신제품 & 인기제품 쇼케이스

- 일시 : 11월 10일(목) ~ 13일(일)
- 장소 : NEW신제품    | 서울카페쇼1F S101
           HOT 인기제품 | 서울카페쇼 3F S301

커피 사이언스 랩
(Coffee Science Lab)

- 일시 : 11월 10일(목) ~ 13일(일)
- 장소 : 서울카페쇼 3F S304

웰컴 리셉션
(Welcome Reception)

- 일시 : 11월 10일(목), 18:30
- 장소 : 서울카페쇼 1F 루(Lu:)
- 참석자 : 서울카페쇼 참가사 및 바이어
              / WCLF 초청연사

서울 나이트투어
(Welcome Reception)

- 일시 : 11월 10일(목), 18:30
- 장소 : 서울카페쇼 1F 루(Lu:)
- 참석자 : 서울카페쇼 참가사 및 바이어
              / WCLF 초청연사

윌튼콘테스트코리아
(Wilton Contest Korea)

- 일시 : 11월 10일(목) ~ 13일(일)
- 장소 : 서울카페쇼 1F S104

부대행사

체험 프로그램

공식 프로그램

Welcome

SEOUL
NIGHT TOUR



부대행사

에코 프로젝트

[커피 찌꺼기 분리배출 캠페인]

[서초구와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

 [몬도미오 : 리컵키트]

 [인쇄물 및 MD상품]



부대행사

에코 프로젝트



서울커피투어버스
(Seoul Coffee Tour Bus)

서울특별시와 카페쇼가 함께하는 “서울커피투어버스”
- 운영기간 : 2016년 11월 10일(목) ~ 13일(일)

부대행사

특별 프로그램

2016. 11.10-13서울커피투어버스
‘서울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SEOUL COFFEE TOUR BUS

   1코스) 강남/신사 ~ 성수
   2코스) 이태원/한남 ~ 광화문/종로 
   3코스) 홍대/합정 ~ 연희/연남

- 운영노선 : (1개 코스 선택)



홍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웹/모바일)

카페쇼 ON AIR

전시회 홈페이지 최다회원!
원하는 정보가
바로지금내손안에!

Mobile
WEB

180,000명

언제 어디서나 카페쇼 현장을 만나다!
페이스북연계Play!

LIVE



홍보 프로그램

뉴스레터 국.영문

40만 데이터 베이스 / 연중발송 25회



홍보 프로그램

SNS 채널

1. 페이스북 2. 인스타그램76,706 Fan 1,644 Fllower

3. 블로그 4. 유투브1,498 이웃 26,880 조회



홍보 프로그램

영상 컨텐츠 제작

참가업체 영상 컨텐츠 제작을 통한브랜드 홍보 극대화



홍보 프로그램

서울카페쇼 후기

네이버 블로그 누적 15,000건 / 다음 카페 누적 1,820건



홍보 프로그램

언론홍보 방송
SBS, YTN 등 공중파 및 케이블

언론홍보 기사
지면기사 18건 온라인기사 344건



홍보 프로그램

광 고
글로벌 이벤트 및 미디어 파트너사와의 홍보제휴



홍보 프로그램

카페리안
홍보프로그램 / Offline 30인의 일반인 홍보대사 선발 활발한 온 오프라인 홍보활동

엔조이카페
전국 공식 홍보 파트너샵 400여개 매장



포토갤러리

A홀 입구 B홀 입구

C홀 입구 등 록

등 록 A홀 전경



포토갤러리

A홀 전경 B홀 전경

B홀 전경 C홀 전경

C홀 전경 D홀 전경



포토갤러리

D홀 전경 전시관람

전시관람 전시관람

전시관람 전시관람



포토갤러리

전시관람 비즈니스 상담

비즈니스 상담 비즈니스 상담

비즈니스 상담 참가업체



포토갤러리

참가업체 참가업체

참가업체 한국바리스타챔피언십

한국 TEAM 바리스타챔피언십 마스터오브커핑



포토갤러리

마브터오브브루잉 월드커피아로마배틀

월드시그니처배틀 월드라떼아트배틀

전문가세미나 커피토크



포토갤러리

브랜드토크 SCAE 바리스타보난자

WBC 올스타즈 커피트레이닝스테이션

체리스초이스 커피사이언스랩



포토갤러리

윌튼콘테스트코리아 기프트샵

웰컴리셉션 서울나이트투어

에코프로젝트 에코프로젝트



포토갤러리

에코프로젝트 에코프로젝트

서울커피투어버스 서울커피투어버스

서울커피투어버스



참가업체 리스트



참가업체 리스트



참가업체 리스트



부스배치도



부스배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