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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고마움을
커피 한 잔 하세요!

미안함을, 설레임을
용기를 전하지만,

언제나 더한 감사로
미소로, 행복으로
희망으로 돌아옵니다.

[커피로 감사를]
[커피로 미소를]
[커피로 희망을]

우린 언제나 커피합니다.

이야기꽃이 다시 필때까지

웃음꽃이 다시 필때까지

우린 언제나 커피합니다



제19회 서울카페쇼

올해 서울카페쇼는 ‘커피’를 소리 내어 말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에 착안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업계 여러분께 미소로 어려움을 이겨 내자는 뜻을 담아

“우리는 언제나 커피합니다”라는 메시지로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제19회 서울카페쇼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행사로 여러분을 개최되었습니다. 

 박람회 최초 네이버 쇼핑라이브 서울카페쇼 기획전 진행, 인기 유튜버와 함께하는 랜선투어,

 글로벌 바이어 화상 상담회, 해외 참가사 제품 전시 특별관 운영하는 ‘스마트 컨택트(Smart Contact)’

프로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된 업계에 활력을 일으키고 

오프라인을 넘어선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서울카페쇼와 동시 개최되는 아시아 최초의 커피 지식 컨퍼런스 “월드커피리더스포럼”과

커피와 도시, 문화를 주제로 하는 “서울커피페스티벌”을 통해

산업과 지식, 문화가 융복합된 창의적인 MICE 모델로서

서울카페쇼만의 특별한 가치와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커피로 감사를, 미소를, 희망을

이야기꽃이 다시 필때까지

웃음꽃이 다시 필때까지

우린 언제나 커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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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국문 : 제19회 서울카페쇼 2020

 영문 : The 19th Seoul Int’l Cafe Show 2020 

 약칭 : Cafe show Seoul 2020 

기        간  2020년 11월 4일(수) ~ 7일(토), 4일간

장        소 서울 코엑스(A~C홀)  

주        관 

주        최

주        제                                                                           우린 언제나 커피합니다.

전시품목 커피, 차, 베이커리, 원부재료, 디저트, 젤라또, 음료/주류,  

 장비/설비, 인테리어, 프랜차이즈&창업, 주방가전, 외식산업

수상 내역  • 2019~2020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탑 전시 선정

 • 2017~2019 서울시 글로벌 융복합 대표 MICE 선정 

 •  아시아 전시컨벤션협회연맹(AFECA, Asian Federation of    

  Exhibition & Convention Association) 무역전시 부문 최우수상 수상

 • 대한민국전시산업대상 우수브랜드전시 부문 대상 수상

공식후원 

 주한 미국 대사관 농업무역관, 주한 브라질 대사관, 

 프로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코스타리카 대사관, 

 케냐 대사관, 주한 터키 대사관,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주한 인도 대사관, 주한 멕시코 대사관, 

 프로에콰도르,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공식협찬

미  디  어 국내 

파  트  너 해외

국제인증

공식 채널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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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11/3(화) 11/4(수) 11/5(목) 11/6(금) 11/7(토) 장소

체리스초이스

 (2021년을 빛낼 신제품/인기제품 쇼케이스)
1층 S131

카페쇼 모카포트 라운지

(비즈니스 라운지 및 화상 상담회장)
1층 A931

유튜버와 함께하는 「서울카페쇼 랜선투어」
서울카페쇼 유튜브 채널 및

1층 카페쇼 NOW    
 

네이버 쇼핑라이브 「서울카페쇼 기획전」

네이버 쇼핑라이브

페이지 및 3층 
Stage C-1

온라인 전시관 「디지털 페어」
서울카페쇼

홈페이지

센서리포럼

글로벌 세션

3층, 4층 
컨퍼런스룸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서울 커피 스팟 1층 A110

커피 앨리 3층 R101~R116

커피 아트 갤러리 3층 C531

커피 라이브 드로잉 특별전 3층 C319

커피 라이브러리 3층 C320

커피 토크 3층 Stage C-1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3층 C641

친환경 캠페인 「땡큐, 커피」
A~C홀 그린부스 및 

1층 A901, A903

한국TEAM바리스타챔피언십

마스터오브커핑

마스터오브브루잉

3층 Stage C-2

서울카페쇼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서울커피페스티벌

코리아커피리그

CONFERENCE
산업을 이끄는

커피리더와 함께하는

지식과 정보교류의 장
 

EXHIBITION
식음료 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FESTIVAL
커피향 가득한 서울,

오감만족  
도시문화축제

LEAGUE
최고의 바리스타를

향한 꿈의 경연대회

전체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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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별 추천 관람 장소 

Asia’s No. , 서울카페쇼!
코엑스에서 펼쳐진 행사장에서 나에게 필요한 알짜정보만 찾아   
서울카페쇼를 두 배, 세 배 만끽할 수 있는 타입별 추천 관람 장소! 

재미를 더하는 부대행사도 놓치지 마세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그린빈과 원두, 로스터기, 제연기,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머신, 각종 추출기

구와 정수 필터 등 올해의 커피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3층 C홀은 
업계 종사자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당연히 둘러봐야 할 장소입니다.

시그니쳐 음료와 디저트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면?

각종 원부재료와 포장재,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초콜릿과 디저트를 만나볼 

1층 A, B홀은 시그니쳐 음료와 디저트 개발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기 
좋습니다. 특히 2020년을 빛낸 스테디셀러 인기 아이템과 2021년을 이끌

어갈 새로운 아이템으로 선정된 체리스 초이스 제품들 확인하고 다가올 커

피 트렌드를 미리 확인하세요!

다채로운 커피의 매력을 깊이 체험하고 싶은 커피 러버( )라면?

커피의 다양한 매력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서울커피페스티벌에서 다양

한 커피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나만의 커피를 찾기 위한 여정 속에서 남

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과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힙하고 유니크한 로스터리 카페들이 모인 3층 C홀의 커피앨리는 트렌디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반드시 방문해봐야 할 필수 코스 랍니다!

커피에 대해 알고 싶은 깊이 알고싶은 학구열이 넘친다면?

3, 4층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되는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의 다양한 세션을 추

천합니다! 특히 센서리 포럼에서 커피 전문가에게 감각 과학의 최신 기술과 
연구, 혁신 등에 대해 알아보고 더욱 깊이있는 감각적 경험을 위한 체험도 놓

치지 마세요! 글로벌 세션에서 커피 산업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커피 리더들

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프로페셔널 세션’ 에서 이론은 물론 실습까지 체험

할 수 있다는 사실!

달콤한 디저트와 향긋한 티를 사랑한다면?

커피도 좋지만 티와 디저트에 더 관심이 많다면? 걱정 마세요. 카페 산업의 
모든 것을 다루는 서울카페쇼에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티와 디저트, 초콜릿, 
젤라또 등 달콤한 디저트들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1층 B홀에서 티와 디저트 
브랜드들이 모여 있어 향긋한 티와 다채로운 디저트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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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전시장 구성 

Hall A
1F

3F

A B

C

Hall B
1F

3F

B A

C

Hall C
3F

1FC
A B

관람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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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홀 참가사 리스트 보기 

부스배치도 1F Hall A

이미지를 확대 하면 업체명을 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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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홀 참가사 리스트 보기 

부스배치도 1F Hall B

이미지를 확대 하면 업체명을 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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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홀 참가사 리스트 보기 

부스배치도 3F Hall C

이미지를 확대 하면 업체명을 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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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수치

Asia’s No.1 Coffee Event

제19회 서울카페쇼

15개국 426개사 1,035부스 참가

현장 방문 72,388 명 + 온라인 258,441명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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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수치행사 결과 수치

온라인 디지털 페어 참관객 258,441명

유투브 랜선투어 조회수 15,205회

네이버 쇼핑라이브 조회수 211,905회

14,77811.4(수)

11.5(목)

11.6(금)

11.7(토)

20.4%

15,759
21.8%

18,055
24.9%

23,796
32.9%

72,204 46,782

25,606184

오프라인 참관객

국내/해외 참관객 구분

온라인 참관객

B2B/B2C 참관객 구분

명

명

명

명

23
72,388

64% 36%

80
258,441

22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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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 수치

업종 구분

17.7%

11.8%

5.5%

11.0%

20.6%

2.6%

27.2%

3.6%

37.2%

3.4%

11.8%

6.9%

제조업

유통업(도소매)

서비스업

무역업(수출입)

업태 구분

37.2%

3.4%

11.8%

6.9%

12.2%

11.2%

3.9%

4.3%

9.1%

29.3%

12.2%

14.5%

5.9%

8.8%

4.6%

4.8%

5.8%

5.7%

4.7%

2.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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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NCE

EXIT

1

Safe Cafe Show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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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카페쇼 프로그램 소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
융복합 하이브리드쇼(Hybrid Show) 

제19회 서울카페쇼!

제19회 서울카페쇼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한 하

이브리드쇼(Hybrid Show)로 오프라인 전시장 공간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장된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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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수) 11/5(목) 11/6(금) 11/7(토)

11:00 with 카페는 김용주
"슬기로운 카페 창업 생활"

with 알디프TV
"홍대 힙한 티바(Tea Bar)

오너가 알려주는

티 마니아를 위한 꿀팁"

동서
라떼, 스무디, 에이드를 

집안에서 간편하게! 리치스 파
우더 & 오틀리 

12:00
현장 스케치

지앤엘푸드
건강하고 간편해서 더 맛있는 

베리-업 ! 딸기 레시피

현장 스케치

13:00
흥국에프엔비

흥국F&B가 소개하는 
2020 F/W 추천음료, 

홈카페 즐기기

14:00 하리오
HARIO 신제품으로 
시작하는 홈카페

아름다운커피
르완다 여성 농부를 돕는 
공정무역 커피 SOLVE

15:00 1킬로커피
편하게 골라 마시는 재미! 

드립백 기획전

with 사군카페인
"카페사장님 사군카페인과 
함께하는 카페 장비 투어"

with 삥타이거
삥로그 스페셜티커피 
체험편 feat. 커피앨리

with 아야커피
"카페 오너 바리스타가 

알려주는 음료&디저트 레시피"

16:00 with 남자커피
"맛있는 커피를 즐기기 
위한 커피 장비 투어"

스미스티&벨미오

(오레팜)
스미스티& 벨미오 캡슐커피

녹차원
환절기 녹차원에서 추천하는

 맛있고 건강한 차는?

딜리코 커피머신
딜리코 커피머신 
특별라이브

17:00 모피리처드
영국가전 모피리처드! 

웨비나

Primrose Service 
Provider PLC

Meseret Workneh, 
Andualem Workneh

하이브리드 서울카페쇼 온라인 프로그램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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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유튜버와함께하는『서울카페쇼랜선투어』

Program 1

일시   2020년 11월 4일(수)~7일(토), 4일간

장소   서울카페쇼 공식 유튜브 채널

참여유튜버  

남자커피 - 맛있는 커피를 즐기기 위한 커피 장비 투어

삥타이거 - 삥로그 스페셜티커피 체험편 feat. 커피앨리

사군카페인 - 카페 사장님 사군카페인과 

사군카페인 - 함께하는 카페 장비 투어

아야커피 - 카페 오너 바리스타가 알려주는

아야커피 - 음료&디저트 레시피

알디프TV - 홍대 힙한 티바(Tea Bar) 오너가 알려주는

알디프TV - 티 마니아를 위한 꿀팁

카페는 김용주 - 슬기로운 카페 창업 생활

온라인 유튜브 송출 화면 

랜선투어 촬영 모습

 현장 카페쇼NOW 송출 화면

 

카페 분야의 인기 유튜버 6인과 함께 서울카페쇼 전시 현장을 투어해보세요! 생생한 
현장은 물론 유투버들이 전해주는 꿀팁 정보까지! 유익하고 즐거운 랜선투어가 전시

장 현장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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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라이브 『서울카페쇼 기획전』

A. 네이버 쇼핑라이브 쇼호스트와 함께하는 전시장 현장스케치 

Program 2

일시   2020년 11월 4일(수)~7일(토), 4일간

장소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 내

           ‘서울카페쇼 기획전’ 페이지

참여 브랜드   
녹차원, 동서. 딜리코커피머신, 모피리처드, 
스미스티&벨미오, 아름다운 커피, 지앤엘푸드

하리오, 흥국에프앤비, 1킬로커피

박람회 최초로 진행되는 네이버 쇼핑라이브 서울카페쇼 기획전! 
서울카페쇼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제품을 쇼핑 라이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적 시청자수

1. A홀, B홀 전시장 투어: 총 3.8만명 시청

2. C홀 전시장 투어: 총 3.4만명 시청 

 

네이버 쇼핑라이브 송출화면 촬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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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면 네이버 검색창 하단 배너 광고

B. 참가업체 개별 라이브 방송

 
참여 브랜드

녹차원, 마이클앤선솔루션, 지앤엘푸드, 흥국에프앤비, 딜리코 커피머신, 1킬로커피,

벨미오&스미스티, 동서, 하리오(총 9개사)

누적 시청자수

1. 녹차원: 1.4만명

2. 마이클앤선솔루션: 1.6만명

3. 지앤엘푸드: 1.4만명

4. 흥국에프앤비: 1.4만명

5. 딜리코 커피머신: 1.4만명

6. 1킬로커피: 1.4만명

7. 벨미오&스미스티: 1.3만명

8. 동서: 1.6만명

9. 하리오: 1.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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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온라인 전시관 『디지털 페어』 

Program 3

일시   2020년 11월 4일(수)~7일(토), 4일간

장소   서울카페쇼 공식 홈페이지 

            (www.cafeshow.com)

서울카페쇼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페어에서 제19회 서울카페쇼에 참여하는 모든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확인해보세요. 원하는 브랜드 정보를 확인하고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카페쇼 모카포트(Cafe Show Mocha Port)’를 통해 온/오프라인 화상 미팅까지! 행사 종료 
이후에 온라인 전시관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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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52개국 5092명 바이어 등록
총 미팅 성사 건수 3,869건

 매칭 서비스 카페쇼 모카포트 Point

1

카페쇼 모카포트는 과거 커피 무역의 발상지였던 무역항 모카포트(Mocha Port)를 모

티브로 네이밍한 서울카페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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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카페쇼는 참가업체의 새로운 판로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및 유통 역량 향상을 위해

KOTRA와 협업하여 참가업체와 해외 바이어간의 1:1 화상 상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KOTRA 해외 바이어 1:1 화상 상담회

2020년 11월 4일(수) ~6일(금), 3일간

서울카페쇼 전시장 내 모카포트 바이어 라운지

총 23회

총 1.34만불(한화 약 15억원)

일 시

장 소

미팅건수

상담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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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카페쇼 친환경 캠페인 땡큐, 커피 Point

2

일 시     2020년 11월 4일(수) ~ 7일(토), 4일간

장 소     전시장 내 땡큐, 커피 특별관(부스번호 A903, A901)
 

              및 그린부스

친환경 특별관 참여 브랜드  네오포레, 하이사이클

 

땡큐, 커피 친환경 브랜드 특별관

땡큐, 커피 특별관을 통해 친환경 브랜드들의 제품과 특별한 체험 클래스를 소개

합니다. 친환경 종이 패키지 브랜드 ‘네오포레＇에서 생분해성 컵을 비롯한 다양한

종이 패키지 제품을 소개하고 생분해성 제품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커피자루 업사이클링 브랜드 ‘하이사이클＇에서는 재탄생한 커피 

자루 디자인 제품과 체험 클래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커피를 오래오래 마실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서울

카페쇼의 친환경 캠페인 땡큐, 커피(Thank you , Coffee)! 서울카페쇼는 부스 시공 

시 재활용 및 친환경 자재를 적극 활용해 철거 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브랜드들과 특별한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친환경 전시회 운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손길이 행복한 커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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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카페쇼의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는 ‘그린부스( Green Booth )’에서 공식 인증

을 받은 생분해성 친환경 시음컵으로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좋은 커피와 음료가

친환경 시음컵을 만나 보다 가치 있는 한 잔을 선사했습니다.

* 친환경 시음컵 협찬

지속 가능한 커피를 위하여! 
친환경 캠페인 동참기업 “그린부스(Green B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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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스초이스 선정 아이템 소개 Point

3

커피 열매인 ‘체리’에서 이름을 따온 ‘체리스초이스(Cherry’s Choice)’는 최고의 커피 
한 잔을 완성하기 위해 엄선한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쇼케이스입니다.

2020년을 화려하게 빛낸 산업 내 스테디셀러 인기 제품/서비스 HOT 부문과 다가올 

2021년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 NEW 부문으로 구성되어 카페 산업의 히

트 아이템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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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s Choice HOT 
올해를 화려하게 장식한 히트 제품과 서비스(HOT) 를 확인하세요!

* 부스 번호 순으로 정렬

A401 구스토 알파

상업용 사용에 최적화 된 블렌더, 구스토알파 구스토알파는 비앙

코디푸로 커머셜의 최고급 라인에 들어가는 셀프저장프로그램 기
능을 탑재하여 편의성은 높인 제품입니다. 가벼운 컨테이너와 상
업용 사용에 최적화 된 프로그램모드로 대형 프랜차이즈카페부터 
개인카페까지 모든 상업용 매장에서 최상의 편리함과 효율을 제
공합니다.

베덱      

A609 가펠 패스브라우저

가펠 패스브라우저는 현대적이고 활동적이며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모든 현대인들을 위한 무알콜 음료로써 인공적인 맛과 향, 방
부제, 착색제 등 합성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음료입니다. 기타의 
무알콜맥주들이 미량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패스브라

우저는 완전한 0.0%의 진짜 무알콜 음료입니다. 천연 에이드와 
맥주의 필수재료인 홉을 혼합한 음료인 패스브라우저는 비타민과 
엽산, 구연산 망간, 포도당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되어있어 
빠른 갈증해소와 영양성분 보충에 탁월합니다.

(주)도아인터내쇼날      

A613 디앙 친환경 스트로우

디앙은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수지인 PLA와 PBAT로 만듭니다. PLA 수
지는 일반 플라스틱과 동등한 특징을 가지지만,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며, 사용 후 폐기 시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 되어 퇴비화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입니다. PLA와 PBAT로 만들

어진 디앙스트로우는 사용 후 땅 속에 매립하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 생
분해 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용품 
시험 검사합격(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무검출)은 물론 환경호르몬 무
검출, 피부자극테스트까지 통과한 제품입니다.

디앙 스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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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19 1883 시럽

1883 시럽은 프랑스 알프스지역의 물을 이용해 천연농축액

과 아로마, 사탕수수를 첨가하여 생산한 프리미엄 시럽입니다. 
1883 시럽과 함께라면 일상 속 언제 어디서든 다채롭고 맛있

는 Home Cafe, Home Bar도 즐기실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

스북 1883시럽korea, 유튜브 1883syrup korea, 인스타그램 
@1883syrupkorea, 네이버TV 1883시럽 코리아 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기구를 활용해 알뜰한 비용으

로도 전문가 못지 않은 레시피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애니원에프앤씨      

A730 리치스 카페파우더

리치스 카페파우더는 종합 카페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동서에서 
올해 출시한 파우더 제품입니다. 8종의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

되어 있어 녹차 라떼, 밀크티와 같은 기본 메뉴부터 말차 라떼, 호
지 라떼와 같은 특별한 메뉴까지 전부 리치스 카페파우더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리치스 카페파우더는 간편함과 실속

까지 챙겼습니다. 비닐 파우치에 포장된 다른 제품과 달리 리치스 
카페파우더는 전용 용기에 담겨 있어 별도의 포장용기가 필요 없
고, 용기 뚜껑에 계량 눈금이 있어 스푼이나 저울 없이도 계량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동서      

A915 신광섭도자기

흔히 볼 수 없는 은은하고 묘한 컬러의 안료배합은 ‘신광섭도자

기’의 확연히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고급스러운 매력이 가려지지 않도록 겉면은 유약을 바르지 않았

습니다. 흙 본연의 질감에서 오는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연마과

정을 통한 표면처리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실 수 있습

니다. 내부는 유약처리를 하여 실용성도 겸비하였으며, 어디에 두
어도 아름다운 오브제가 될수 있도록 실용성과 디자인적인 측면

을 모두 겸비한 제품입니다.

신광섭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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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1 B49 가디언

언택트 방역 시스템 올인원 발열 셀프 체크 키오스크 
- 최대 30명까지 발열 체크 
-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한 원격 관리 소프트웨어 
- 마스크 착용 여부 자동 판별 
- 사람의 얼굴에만 반응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 측정 
- 광고보드로 활용

B49      

B225 산테코 요가 보틀

돌고래의 입을 본 따 만든 감각적인 디자인의 YOGA 보틀은 산테

코의 대표상품입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유선형의 인상적인 디자인

으로 여성고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편리한 손잡

이는 실내는 물론 야외활동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고, 젖병에 사용

되는 트라이탄 소재의 사용으로 안전성까지 확보했습니다. 남녀

노소 편리한 사용과 세척을 위해 입구를 넓게, 샘 방지를 위한 실
리콘도 분리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보니타하우스      

B227 아임얼라이브 유기농 콤부차

세계적인 콤부차 브랜드인 Buchi Kombucha의 원천기술과 506
시간의 독자적인 발효공법을 더해 탄생한 대한민국 콤부차 브랜

드니다.

(주)프레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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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01, B117 맛있는 녹차작설 10티백

맛있는 녹차작설은 녹차원 NO.1 시그니처 상품으로 대한 민국 어
느 브랜드 티백 녹차와 비교해도 맛, 향, 미에서 가성비 및 가심비 
비교 불가!를 외치는 녹차원의 전략상품입니다. 녹차원이 직접 운
영, 관리하는 국내 녹차밭에서 찻잎을 정성스럽게 수확해서 생산, 
제조 했으며, PLA티백으로 개별 포장되어 차의 맛과 향이 잘 보존

되고 언제 어디서나 휴대도 간편하게, 위생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

다.

녹차원(주)      

B516 스칸디 전기포트

모피리처드의 프리미엄 라인업 ’스칸디’ 전기포트. 북유럽 감성

의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을 담았으며, 고급스러운 우드 디자인 마
감이 특징입니다. 360도 회전 받침대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이물질 제거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

다. 스테인리스 바디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변형 및 변색 없는 내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화이트, 티타늄, 스카이블루 색상이 있습니

다.

모피리처드      

B332 히비스틱

히비스틱은 히비스커스 본연의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신개

념 스틱형 티백 제품으로, 프리미엄 히비스커스를 가득 담아 차가

운 물에도 금세 진하게 우러납니다.

(주)오픈더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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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7 솔브 내추럴

본 상품의 수익금은 르완다(GDP 137위) 여성 커피 농부들을 돕
는데 사용됩니다. 르완다 정부(국립농산물수출공사)가 공식 인증

한 스페셜티 커피입니다. 커피 체리 과육의 달콤함과 바디감이 특
징인 내추럴 커피 입니다. Reddot Design Award에서 SOLVE가 
Brands & Communication Design 2020 부분을 수상

아름다운커피      

B609 캐모마일 씨트러스

캐모마일의 진한 꽃 향과 레몬그라스의 상큼함에 달콤한 스테비

아를 더하여 밸런스 있는 풍미를 느낄 수 있음

(주)메디프레소       

C219 No.327 노들 얼그레이

오랜시간 클래식한 티타임을 선사하는 노들 얼그레이! 큐앤리브

즈의 모든 블렌딩 티가 연구개발되는 본사가 자리한 노들, 그 시작

의 의미를 ‘노들 얼그레이’ 네이밍에 담았습니다. 노들 얼그레이

는 큐앤리브즈만의 스토리를 함께 담은 스페셜 얼그레이 블렌딩

티로, 베르가못에 사랑스러운 로즈와 피치향을 가미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블렌딩했습니다. 거기에 제주 홍차의 감
칠맛을 더해 떫은맛을 줄여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을 오랫

동안 느낄 수 있습니다.

큐앤리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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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7 두오모 디 에이트

2018 월드오브 커피 암스테르담 행사에서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두오모 디스트리뷰션툴의 후속작인 두오모 디 에이트 입니다. 이
후 2018 서울카페쇼에서는 한국 최초로 런칭하여 현재 전세계에 
수출중인 커피 툴 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카페쇼에서만 특별가 
및 런칭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신제품과 함께 3차 버전이 나
올예정입니다. 이 툴은 포타필터안에 커피 정전기를 완전히 해소

하여 골고루 커피가 분배되어 채널링을 방지해주는 전세계 유일

의 툴 입니다. .kr 참조

커피미업      

C711 란실리오스페셜티 RS1

란실리오스페셜티는 90년이상 축적된 란실리오사의 오래된 기술

력과 노하우에 의해 만들어진 하이엔드머신입니다. 온도프로파

일링은 바리스타가 보다 완벽한 커피를 추출할수 있게 합니다. 다
양한 종류의 스팀피쳐 및 우유를 사용하시는 고객을 위해 개별요

소에 맞게 스티밍을 프로그램화 할수있습니다. 또한 워크플로우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바리스타의 작업공간을 최적화시켰으며 더 
많은 효율을 창출합니다.

(주)이앤알상사      

C629 루미 무선 커피그라인더

가장 신선하고 향기로운 원두로 맛있는 한잔의 커피를 손쉽게.. 
마리슈타이거 LUMI 시리즈 완전 무선 전자동 커피 그라인더는 
직접 손으로 갈아주는 균일한 굵기의 맷돌방식 핸드밀 수동의 장
점을 간직하고 자동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맷돌의 원리를 이용

한 원뿔형의 세라믹 버를 장착하여 원두 본연의 풍부한 맛과 향을 
최대한 유지하고 고가의 모델과 견줄 만한 균일성을 보여줍니다. 
USB 충전방식의 리튬 배터리, 배터리 잔량표시기능, 원두가 모두 
갈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토크 감지센서 등 다양한 최신기술을 담
은 프리미엄 그라인더 입니다.

프라이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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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26 엘리크릭 에스프레소 200g

프레이저 커피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블렌드 <엘리 크릭 에스프레

소>는 풍부한 단맛과 긴 여운, 부드러운 질감을 갖춰 훌륭한 밸런

스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카라멜의 달콤한 풍미와 낮
고 은은한 체리의 산미, 견과류의 고소한 단맛이 일품입니다. 탄
탄한 구조감을 갖춰 어떠한 음료에도 어울리며, 어렵지 않은 추출

로 다양한 레시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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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1, A455 맘스리얼베이스 타로, 아몬드

다양한 메뉴를 위한 맘스리얼베이스 타로, 아몬드 흥국에프엔비

가 선정한 2020년 스타메뉴 타로 특유의 묵직하고 부드러운 바디

감이 가득한 맘스리얼베이스 타로, 아몬드의 본고장 미국산 아몬

드를 43%함유한 맘스리얼베이스 아몬드, 업계 최초 액상 타입으

로 출시되어 제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전
용 펌프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음료 및 다양한 디저트 토핑

으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흥국에프엔비      

Cherry's Choice  NEW 
2021년 커피 산업을 이끌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부스 번호 순으로 정렬

A421 요거르트

‘요거르트’는 마시는 요구르트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요거트 파우더 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장내 환경 개선

에 유익한 프리바이오틱스(프락토 올리고당)가 함유되어 더욱 건
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미기업(주)      

A531 민트라벨 라떼 파우더

그냥 만드는 느낌이 아닌, 재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탄생시킨 셀
플러스의 민트라벨 신상파우더 4종인거죠. 생명력 강한 쑥의 기
운을 그대로 <민트라벨 쑥 라떼>, 해풍 맞고 미네랄 가득한 <민트

라벨 자색고구마>, 누구에게나 건강함을 담보한 <민트라벨 고흥 
단호박>, 햇밤의 매력을 담백하게 담은 <민트라벨 공주 밤>까지! 
강화도, 해남, 고흥, 공주의 “Extreme Nature Flavor”를 라떼 한
잔에서 느껴 보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우더를 재배합니다. 
보석 같은 이 한잔의 라떼를 위해!

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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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15 스위트박스

"SWEETBOX"는 100% 우리기술로 개발되어 평범한 식품

에 나만의  특별함을  더해주는  식품전용  잉크젯프린터로  지
난 8월 “잉크젯 타입의 푸드프린터로 특허 등록되었습니다. 
40cm x 40cm의 인쇄면적과 최대높이 12cm의 이동식 플레이

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크기와 높이의 식품에 인쇄가 가능하며, 
C,M,Y,K 4색의 정밀한 색감표현으로 레터링은 물론 그림이나 사
진까지 선명하게 인쇄가 가능한 푸드프린터 입니다. 현재 유명 마
카롱, 떡, 케이크 제조업체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고객의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디지아이      

A901 네오포레 CUP

국내 제지업계 최초 및 유일한 친환경 인증 제품 네오포레CUP은 
무림의 친환경 종이컵으로 국내 제지사 중 유일하게 생분해성 인
증과 재활용성 인증을 받은 종이컵입니다. 네오포레CUP은 친환

경 수분산성 코팅재를 사용함으로써 PE코팅 종이컵과는 다르게 
친환경과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림페이퍼(주)      

A714 저스트페이퍼 에코 테이크 아웃 패키지

저스트페이퍼 에코 테이크 아웃 패키지는 친환경 수성 코팅이 적
용된 종이컵, 종이뚜껑 및 종이 빨대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1.   사용된 모든 재료는 일반 종이와 같이 99%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며 
자연 생분해성이 있어 토양 및 해양 생태계의 오염 감소에 도움이 됩
니다. 

2.   환경 표지 인증(제198775호) 및 US FDA 식품 안전성 시험, 유럽 식
품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여 인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입니다. 

3.   특허(디자인) 등록 완료(등록번호 제 30-1039972)된 제품 입니다.

(주)씨앤제이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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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14 펀킨 칵테일 믹스

홈술, 홈칵테일이 대세인 지금, 21년 전통을 자랑하는 FUNKIN 
칵테일 믹스로 간편하게 환상적인 칵테일을 만들어 보세요! 영국 
주류시장의 85%라는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FUNKIN 은 100% 
자연산 재료로 신선한 칵테일 믹스를 제조합니다. 여러분이 필요

한건 얼음, 술 그리고 FUNKIN 칵테일 믹스! 칵테일 믹스 한병으

로 맛있는 칵테일을 4잔이나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미 쉐이커 모
양으로 나온 펀킨 칵테일병 덕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쉐킷쉐

킷만 해 주시면 칵테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홈술 #홈칵테일 #
홈바

에센셜에프엔비      

B430 준콤부차+

과즙, 허브, 찻잎, 꿀을 사용해 100% 네추럴 준콤부차를 생산하

는 브루어리, 와일드콤 입니다. 새콤한 탄산감을 가진 준콤부차+

는 푸드페어링에 적합해 레스토랑, 카페, 호텔, 펍, 비건레스토랑

에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쉐린레스토랑을 포함한 다
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프리미엄 콤부차를 선보

입니다.

와일드콤      

B531 빈티지 다질링 아리아

다질링 아리아 가든은 인도 다질링 지역 평균고도 1500m에 위치

하며, USDA 와 JAS organic 인증 다원입니다. 우기가 오기전 햇
볕을 듬뿍 받은 등급으로 연중 최고의 품질

이 생산되는 시점의 차 잎입니다. 특유의 머스캣향이 진하고 깊으

며 과일류의 천연 단맛이 깨끗하고 신선한 맛을 유감없이 전달합

니다.

다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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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0 프루티

FRTea는 상큼한 과일과 은은한 티의 조화속에 이국적인 매력과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친숙한 매력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블렌딩

티입니다.

글로벌제너레이션      

B620 스트로베리굿 멜트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디저트 & 수제쿠키 전문점 타
블리에 양과자점입니다. 천연버터, 국내산 딸기와 흑임자 등 엄선

된 재료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저희 제품은 HACCP 인증과 자체 
연구소에서 수시 세균테스트를 통해 철저한 생산관리로 고객 여
러분께 안전하게 제공됩니다. 제품라인업으로는 “랑그드샤”, “크
림사블레”, 그리고 “쇼콜라멜트” 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
별히 국내산 통 동결건조딸기를 프리미엄 밀크초콜릿으로 코팅한 
시즌 한정판 제품 ‘스트로베리굿 멜트’를 선보입니다.

타블리에 양과자점      

C213 젤리피쉬 푸어오버 드리퍼

젤리피쉬 드리퍼 실리콘 재질로 충격에 안전해 가정용뿐만아니

라 캠핑용, 여행용, 출장용, 매장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이

들한 추출 속도를 가지고 있고, 양면으로 추출을 할 수 있어 추출

의 재미를 더해 줍니다. 드리퍼 몸통과 받침대의 분리가 가능해 
원뿔형, 받침대형 두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타 브랜드의 원뿔

형 드리퍼와 젤리피쉬 드리퍼의 받침대와의 결합도 가능합니다. 
-20~200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식품용 안전한 재질을 사용했습

니다.

스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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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3 소닉 콜드브루 커피머신

세계최초로 소닉 사운드 웨이브 기술을 이용해 5분만에 콜드브루 
커피를 추출하는 커피머신

소닉더치(SONIC DUTCH)      

C627 쏘울핸드 올인원 드립세트

•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커피애호가로 부터 사랑받는 
Soulhand. 

•서버, 드리퍼, 필터, 계량스푼, 청소솔 제공 
•800ml 대용량 서버 채택. 
•초보라도 쉽게 물 조절이 가능한 특수설계 유리드리퍼. 
•열전도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레스 필터사용. 
• 미세한 이중 스테인레스 필터사용으로 풍성한 커피의 향과 맛을 
유지. 

•탈착식 서버-필터 시스템으로 깨끗하고 편리하게 세척 가능

글로브비젼코리아      

C423 피터스팬트리 더트레이

피터스팬트리 더트레이는 트레이 형태의 커피 저울이며 단순하

고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제품의 두께가 18mm에 불과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핸드드립 커피를 내
릴 때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IPX5의 방수 설계로 물로 세
척이 가능합니다. 0.1g 단위의 계량이 가능하며, 빠른 반응속도를 
갖췄습니다. USB C-type 충전 단자가 적용되었으며, 1회 충전시 
약 12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터스팬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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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09 슈퍼말차 클린

슈퍼말차 클린은 기존 인공 성분이나 무수 카페인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드링크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점부터 완전히 다른 100% 
내추럴 에너지 스파클링을 개발했습니다. 슈퍼말차 클린은 Tea계
의 슈퍼히어로라 불리는 말차(Matcha)가 지닌 효능에 집중해 오
직 찻잎과 열매에서 얻어지는 자연 유래의 카페인과 에너지를 담
았습니다. 6가지 식물 유래의 재료를 블렌딩하여 국내 최초 비건

(Vegan) 인증받은 탄산음료로 신선한 유기농 말차, 유기농 레몬

주스의 달콤하고 청량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슈퍼말차      

C801 랩씨앤씨 브루백

커피가 아니라, 커피가 주는 시간을 파는 Lab CNC 캡슐, 커피 머
신과 기물 없이 진하고 부드러운 원두향을 낼 수 있는 5분 커피. 
국내외 다양한 수상 이력의 스테디 셀러 블렌딩 원두를 13g 담았

다. 다양한 파우더와 시럽과 조합하여 한 제품으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 반영. 소비자는 보다 쉽게 프리미엄 커피

를 각자의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서든리 (블렌딩) 2016 골든

커피어워드 •밀크베이스 부문 1위, 에스프레소 부문 1위 •콜로

스트럼 (블렌딩) 2017 골든커피어워드 • 밀크베이스 부문 1위

랩씨앤씨      

R103 커피 캡슈어

세계 최고 색상 측정 회사 엑스라이트 팬톤과의 공동 개발로 새롭

게 출시된 커피 색도계 포터블 모델로 SCA 색도 측정 기준으로 제
작 하였고 SCA 측정기준에 모든 스팩을 맞춘 포터블 쪽에서는 유
일한 풀스팩트럼 방식의 커피원두 계측기 입니다. 빠른 전원 부팅 
부터 부팅시 초반 칼리브레이션 그리고 측정할 곳을 미리 볼수있

는 카메라 기능과 매우 빨른 속도의 측정이 현존하는 모든 측정기 
보다 독보적인 제품 입니다. 가격 또한 100만원으로 여태 볼수 없
었던 가격과 성능의 제품입니다. 어떤 박람회에서도 선보이지 않
은 제품 입니다.

카페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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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1 리얼 과일 농축액

과일의 과육을 그대로 농축하여 더욱 진하고 깊은 맛을 음미 할 수 
있습니다. 청담라이프만의 제조공법으로 과일 본연의 알맹이와 
특유의 식감을 그대로 선보입니다.

(주)청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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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카페쇼에 참여하는 참가업체 제품 및 브랜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 개척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카페 및 F&B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카페쇼의 어워드 프로그램

Cafe Show Excellence Awards카페쇼 엑셀렌스 어워드

구분

Creative Design

글로벌제너레이션
GLOBAL GENERATION

모피리처드
MORPHY RICHARDS

프루티
FRTEA

스칸디 전기포트
SCANDI KETTLE

업체명 제품명

Outstanding

Innovation

피터스팬트리
PETERS PANTRY

세미기업
SAMI CORPORATION LTD

피터스팬트리 더트레이
PETERS PANTRY THE TRAY

요거르트
YOGURT

Superior

Sustainability

무림페이퍼(주)
MOORIM PAPER CO., LTD

프레시코
FRESHICO INC.

네오프레 CUP
NEOFORET CUP

아임얼라이브 유기농 콤부차
I’M ALIVE ORGANIC KOMBU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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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파트너 샵, 엔조이카페 소개 Point

4

커피로 일상이 즐거워지는 곳!
서울카페쇼 파트너샵 엔조이카페(ENJOY CAFE)

‘엔조이카페’는 서울카페쇼의 공식 파트너샵입니다. 서울카페쇼

는 커피 한 잔의 즐거움을 일상에 선사하는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카페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혜택을 제공하며 응원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엔조이카페가 궁금하다면 지금 큐알코

드를 스캔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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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표 바리스타 경연대회  Point

5

<2020 토라니 퓨어메이드 코리아커피리그> 
‘코리아커피리그(KCL)’는 우리나라 커피산업의 질적 발전 및 기술 인재 발굴·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커피 경연입니다. 2003년 시작된 국내 최초 바리스타 
대회 ‘한국바리스타챔피언십(KBC)’을 필두로 ‘한국TEAM바리스타챔피언십(KTBC)’, 
‘마스터오브커핑(MOC)’ 그리고 ‘마스터오브브루잉(MOB)’까지 총 네 개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커피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 회

장 소 코엑스 3층 C홀 코리아커피리그 무대

주 최 월간< >

주 관 코리아커피리그 위원회

타이틀 스폰서 토라니 퓨어메이드

한국TEAM바리스타 챔피언십

마스터오브커핑

마스터오브브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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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EAM바리스타 챔피언십

Korea TEAM Barista Championship, KTBC

본·결선 2020년 11월 4일(수)

장 소 코엑스 3층 C홀 코리아커피리그 무대

주 최 월간< >

주 관 코리아커피리그 위원회

3인의 바리스타가 한 팀이 되어 카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선보이는 대회!
선수들은 예선에서 총 20잔의 음료를, 본선에서는 총 30잔의 음료를 주어진 시간 내에 만들

어내야 합니다. 본선 기준 선수들이 제조할 음료의 종류는 에스프레소와 라떼아트를 기반으

로 한 메뉴 23잔과 레이어드 메뉴 3잔, 에이드 메뉴 1잔과 블렌더 메뉴 2잔, 그밖에 시그니

처 메뉴 1잔입니다. 많은 메뉴를 주어진 시간 안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세 명의 바리스타가 합을 이뤄 음료를 척척 제조해내는 모습은 마치 바쁜 시간

대의 카페 현장을 방불케 하며, 보는 이도 손에 땀을 쥐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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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오브커핑

Master of Cupping, MOC

본 선 2020년 11월 5일(목)

결 선 2020년 11월 7일(토)

장 소 코엑스 3층 C홀 코리아커피리그 무대

주 최 월간< >

주 관 코리아커피리그 위원회

선수들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순발력을 엿볼 수 있는 커핑 대회!

MOC는 산지별 커피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커핑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는 취지로 2011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 컵을 맛보고 분류해내

는 방식으로, 선수들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커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MOC는 커피에 몰입하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침묵 속, 긴장감 흐르는 침묵 속, MOC 대회가 개최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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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오브브루잉

Master of Brewing, MOB

본 선 2020년 11월 6일 (금) 
결 선 2020년 11월 7일 (토)  
장 소 코엑스 3층 C홀 코리아커피리그 무대

주 최 월간< >

주 관 코리아커피리그 위원회

커피를 추출하는 브루어의 테크닉과 커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엿볼 수 있는 MOB! 
선수들은 공식 그린빈 중 원하는 커피를 선택해 직접 로스팅한 후, 이를 사용해 10분

의 시연 시간 동안 자신만의 레시피로 추출한 커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커피부터 추

출 도구, 추출 방법 등 모든 것을 선수가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다채로운 향미의 커피

를 만날 수 있는 게 MOB의 묘미입니다. 특히 본선 대회부터는 창작메뉴 시연이 추가

되어 브루잉 커피를 활용한 선수들의 열띤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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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2020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은 현 상황에 대응하는 Ontact 컨퍼런스를 진

행하여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커피인들이 다시 연결(Reconnect) 될 
수 있는 지식 교류의 장이 개최되었습니다. 

동시
행사

개  요

행 사 명 제9회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일      시 2020년 11월 3일 (화) ~ 6일 (금), 4일간

주      최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 조직 위원회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주      제 Reconnect

공식후원 ICO,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공식언어 영어, 한국어 (영한 동시통역 서비스 지원) 

주요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http://wclforum.org/kr/index.asp

공식 SNS          @wclf.

 

글로벌 세션

센서리 포럼

프로페셔널 세션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SCA CSP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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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일정 소개 

2020 월드커피리더스포럼 프로그램

시간 11월3일 (화) 11월4일 (수) 11월5일 (목) 11월6일 (금)

제 19회 서울카페쇼 (동시개최행사)

9:00 등 록

10:00

SCA

센서리 

포럼

프로페셔널 

세션

SCA

센서리 

포럼

프로페셔널

세션

글로벌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11:00

12:00

13:00

14:00

프로페셔널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프로페셔널

세션

15:00

16: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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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션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커피산업 리더들을 초청하여 세계 커피 산업의 현황, 이슈, 위기

에 대한 해결방안 등 각 주제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세션입니다. 담론과 논쟁을 
위한 패널토의도 진행되며, 이와 더불어 참가자와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장이 마
련되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COVID-19으로 변화한 커피 시장과 대응 사례를 조명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주최해 생산자, 소비자에 팬데믹이 미친 영향과 커
피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일 시 2020. 11. 5(목) 10:00 ~ 12:30

장 소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룸 402

주 제 Life after COVID-19 ( )

 공식언어 영어, 한국어(영한 동시통역 서비스 지원)

세션 시간 주제 스피커

기조 연설 1 10:15~10:45
코로나-19 이후의 삶 
(글로벌 커피 리뷰) 
- 산지 관점을 중심으로 

Jose Sette
ICO 위원장 

기조 연설 2 10:45~11:15 팬데믹이 커피 소비에 미친 영향 

Yannis 
Apostolopoulos 
SCA 회장 

토크쇼 11:20~12:20
코로나19가 바꾼 커피 문화와

디자인

김병기 

CEO

탁승희 모더레이터

Bean Voyage CEO

네트워킹 타임 12:20~12:30 커피업계 인사이트 공유 참석자 전원

개  요

세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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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리포럼

일 시 2020. 11. 3 (화) ~ 11. 4 (수)

장 소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룸 402

공식언어 영어, 한국어(영한 동시통역 서비스 지원)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에서 진행되는 센서리 포럼은 SCA와 함께 진행되며, 커피 전문

가에게 감각 과학의 최신 기술과 연구, 혁신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체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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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커피 특성의 경제학 : 커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센서리와 특성들

Speaker  Norbert Wilson
Sensory Experience  Tasting & Discussion 
                                         ( )

End of Day One

   Sensory Forum Day 2

Session 5
과학을 활용한 커피 브루잉 방식의 변화

Speaker  William Ristenpart

Session 6

소비자 중심의 스페셜티 커피 제품 개발과 혁신

Speaker  Jean-Xavier Guinard
Sensory Experience (William and Jean-Xavier combined) : 
                                         Tasting& Discussion

Lunch Break

Session 7

프로세싱의 영향 : 순수한 커피의 맛은 무엇인가?

Speaker  Mario Fernandez
Sensory Experience  Tasting & Discussion

Session 8

쓴맛에 관하여 커피는 늘 쓰다?

Speaker  Sara Marquart
Sensory Experience  Tasting & Discussion

Clos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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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셔널 세션

커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표와 시연을 통해 그들의 전문 지

식과 기술을 공유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시연을 체험하고 자유로운 질

의응답을 통해 보다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 11월 3일(화) 11월 4일(수) 11월 5일(목) 시간 11월 6일(금)

10:00 
~ 

12:00

초심자를 위한

로스팅 프로파일

 설계법

플로우커피웍스

이윤영 대표

카페, 생존하려면!?

이미커피

이림

10:00 
~ 

13:00

그라인더 유지보수 
① 디팅·말코닉

기정인터내셔날

 이창호 부장

11:00 
~ 

13:00

F&B 브랜드의 기획부

터 론칭까지

베이스 이즈 나이스 
장진아 대표

[브루잉 초급]

기초적인 브루잉

변수의 이해와 기준 
추출 디자인

와이엠커피프로젝트

조용민 대표

[브루잉 중급] 
추출 목적에 따른

추출 의도 설정

방있음프로젝트 
박상화 대표

BREAK TIME (13:00 ~ 14:00)

14:00 
~ 

16:00

프리츠 브랜딩의 근간

프리츠커피컴퍼니

김병기 대표

국가별 옥션과 
다이렉트 시장의 
세계적 추세와 평가 

방법

유동커피

조유동 대표

게락커피 
주영민 대표

에스프레소

추출 테크닉 및 평가

벙커컴퍼니

박승규 대표

윌커피로스터스

 조준희 대표
14:00 

~ 
17:00

그라인더 유지보수 
② 콤팍

두리트레이딩

 유태운 과장

15:00 
~ 

17:00

이유있는 오피스 
카페의 성공 매뉴얼

넥스트씨앤씨

진영호 대표

김정호 오피스카페

사업부 팀장 & 
신보영 커피연구소

수석연구원

나라마다 다른 
스페셜티를 위한

센서리 기준 따라잡기

커피미업

김동완 대표

로스팅 퀄리티

컨트롤과 제품 생산 
목적에 따른 생두의

선택

파스텔커피웍스

 방현영 헤드로스터

일 시 2020. 11. 3 (화) ~ 2020. 11. 6 (금)

장 소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룸 318
공식언어 한국어

개  요

세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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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각 산지에서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원두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원두를 직접 보고 느끼고, 맛보며 산지의 커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페루와 과테말라의 최상의 원두를 자유롭게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일 시 2020. 11. 5 (목)

장 소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룸 308
공식언어 영어, 한국어 (영한 순차통역 서비스 지원)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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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프로그램 소개

SCA CSP( )

SCA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커피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개발하고 기술을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커피 스킬즈 프로그램(CSP)은 여러분의 관심과 필요에 적합한 
커피 교육 코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커피리더스포럼에서는 전문가 과

목인 브루잉과 센서리 스킬 과목으로 구성되며 파운데이션 레벨로 진행됩니다. 
커피 애호가, 전문 바리스타, SCA 국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증된 
이론 및 실기 교육 후 온라인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세션

입니다.

일 시 2020. 11. 5 (목) / 11.6 (금) 10:00 ~ 18:00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 룸 307호, 308호

공식언어 한국어

개  요

CSP Brewing Foundation

분쇄도 프로파일, 브루잉 방법, 커피의 수율 농도 측정 및

커피 추출 차트 작성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CSP Sensory Skills Foundation

맛을 인지하는 방식, 커피 본연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 

비즈니스에 해당 지식을 적용하는 데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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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

제5회 서울커피페스티벌

서울을 대표하는 커피 문화 축제, 서울커피페스티벌!

제5회 서울커피페스티벌에서 커피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습니다. 

동시
행사

개  요

행 사 명 제5회 서울커피페스티벌

일      시 2020년 11월 4일 (수) ~ 7일 (토), 4일간

장      소 코엑스 전시장 내 서울커피페스티벌 행사장 및 

 서울 시내 서울커피스팟 카페들 

주요 프로그램 서울 커피 스팟

커피 앨리

커피 아트 갤러리

커피 토크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커피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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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커피 스팟

2020 서울 커피 스팟 라인업 

일시  11월 4일(수) ~ 7일(토), 4일간 
장소  코엑스 전시장 내 서울 커피 스팟 행사장 (부스번호 A110)

서울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카페 라인업
이제 카페는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분위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었습니

다. 올해 서울 커피 스팟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커진 홈카페 문화와 트렌드를 반영하

여 홈바리스타를 꿈꾸는 커피 애호가를 위한 커피/티 클래스를 운영하는 카페들을 선

정하고 서울 커피 스팟 카페들과 함께 서울커피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직접 커피를 체

험할 수 있는 커피 클래스를 진행되었습니다.

일정 11월 4일 (수) 11월 5일 (목) 11월 6일 (금) 11월 7일 (토)

주제 

싱글오리진

원데이클래스

빈포데스크

국가별 커피와

핸드드립 실습

조커커피

내 취향의 맞는

홈카페클래스

곰커피캠퍼스

커피의 
역사와 맛 &
핸드드립 실습

손탁커피

뉴웨이브커피로스터스 리트리트커피로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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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트로크

브니엘커피로스터스

손탁커피

엘카페커피로스터스

보사노바(문래점) 

빈포데스크

써밋

조커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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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볶는 곰

콩당콩당

페임커피

이음

커피제이랩

키쏘커피

부티끄살롱

차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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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앨리 

2020 커피앨리 라인업

일시     11월 4일(수) ~ 7일(토), 4일간

장소     코엑스 전시장 내 커피앨리 로스터리 공동관 

             (부스번호 R101 ~ R116)

내용     유니크한 로스터리 카페 바리스타들의 스페셜티 커피 체험

개성 넘치는 힙한 로스터리 카페가 한자리에 모였다!

트렌디한 커피를 맛 볼 수 있는 로스터리 공동관, 커피앨리!

각양각색의 유니크한 매력의 카페들이 커피앨리로 모였습니다. 

뉴웨이브 커피 로스터스

베르크로스터스

레이지모먼트 커피스탠드

(주)브니엘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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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놉시스 커피랩

아비시니아 커피

이미 커피 로스터스

카페홍시

써밋

에이치커피로스터스

이월로스터스

커넥츠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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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브론즈

트레져스

커핑포스트

필리스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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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아트 갤러리

일시     11월 4일(수) ~ 7일(토), 4일간

장소      코엑스 전시장 내 커피아트갤러리 행사장

               (부스번호 C531갤러리탐, C319 라이브드로잉특별전)

참여 아티스트   김민영, 문승연, 윤규섭, 정광복 (갤러리탐 소속)

                              임세환 (개인)

“예술가에게 커피가 필요한 순간 ( )”

세계인이 즐기는 음료, 커피는 예술가들에게 색다른 영감을 주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

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작품 활동에 원동력을 주는 매개체로 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현대 예술가들에게 커피란 어떤 의미일까요? 각기 다양한 영감

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아티스트 4인에게 커피가 필요한 순간을 만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갤러리탐 참여작가 소개

김민영

저희 경험과 감정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

들고 작업을 진행해요. 특히 체력이나 감정이 지친 날은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셔요. 조금 있으면 머리 속 생각

들이 잠잠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들을 시작하려고 해요.

문승연

사랑스로운 소녀와 그 곁을 지켜주는 동물의 존재는 삶

의 상처 속에서도 위로와 의지가 되는 존재에요. 주요 

모티브로 등장하는 찻잔처럼, 한 잔의 커피는 자신의 삶

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며 조금은 느리게 살아갈 수 있

도록 삶의 규형을 찾는 시간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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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드로잉 (임세환 작가)

작가 소개

언제나 스케치북을 들고다니며 일상과 

여행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카페쇼 공간의 모습을 라이브로 작가의 

해석과 함께 공간에 담아 그려냅니다. 

경력사항

•  디즈니 스타워즈 더 포스 어워드 

     크리에이터 대상 수상

•  스파이더맨 홈 커밍 팬아트 우수상 수상

•  드로잉 인 포르투갈 저자

윤규섭

ro.amorph.ous-an.xi.ous 작업은 공간의 기억을 무정

형의 방랑과 불안, 시간의 흐름과 같이 고정되어질 수 없

는 새로운 매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루할 때면 커

피와 담배 한 모금을 즐기는데 집중, 안식, 각성 등 다양

한 감정의 순간에 함께하는 신비한 존재가 커피 같아요.

정광복

옻칠 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는 작품 연구를 해요. 원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한잔의 커피는 지친 저를 위로하는 피로회복제가 되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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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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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토크 

커피토크 스케줄 & 연사 소개

일 시    2020년 11월 4일(수)~7일(토), 4일간

장 소    코엑스 전시장 내 스테이지 (부스번호 Stage C-1)

구 성    참여 연사들의 코로나19 이후 홈카페 트렌드와 

              꿀팁, 커피 관련 이야기

커피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토크쇼 ‘커피토크’!
커피토크에서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와 홈바리스타를 위한 꿀팁을 확인

할 수 있는 커피토크가 열렸습니다!

11월 4일(수) 11월 5일(목) 11월 6일(금) 11월 7일(토)

주제

홈택트 시대의
원두 소비패턴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맞는

홈브루잉 kit는?

라떼아트 꿀팁과
라떼아트 대회
에피소드

집에서 즐기는
홈카페를 위한

맛있는 홈디저트와 
마카롱

우리가 커피를
찾는 이유

시간 13:00 10:00 10:00 14:00

연사

민지영 매니저
곰커피 캠퍼스 
브랜드 매니저

김영진 바리스타
2019 라떼아트배틀

2위

이윤미 작가
2019 라떼아트배틀

2위

모모초 작가
‘오늘의 커피는 무슨 

맛’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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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커피 라이브러리

일 시 11월 4일(수) ~ 7일(토), 4일간

장 소 코엑스 전시장 내 커피트레이닝스테이션 행사장

 (부스번호 C641)

운 영 월간커피 

참여 업체 , 리플로우

내 용 홈카페를 꿈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브루잉 체험

일 시 11월 4일(수) ~ 7일(토), 4일간

장 소 코엑스 전시장 내 커피라이브러리 행사장

 (부스번호 C320)

참여업체 HOWS BOOKS

나만의 홈카페를 위한 단 하나의 커피 맛을 찾고 계신가요?

커피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커피트레이닝스테이션에서 나에게 꼭 맞는 

커피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커피트레이닝 스테이션이 개최되었습니다. 

좋은 커피와 좋은 책이 함께하는 재충전의 시간! 

좋은 책 한 권과 즐기면 더욱 깊어지는 커피 한 잔의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밤마다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커피와 어울리는 책들을 ‘커피 라이브

러리’에서 만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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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언제나 커피합니다”

커피를 소리 내어 말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에 착안하여 

커피로 미소 지으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내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시리즈 포스터와 홍보영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

광고/홍보 진행내역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 & 홍보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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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홈페이지 내 디지털 페어 운영

스마트한 디지털 디렉토리 제작

7,513,796 Views

전년대비 12% UP

전체 페이지뷰 70,567 - 모바일 환경 최적화된 기능 최대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정보 전달 

- 버튼 기능을 이용한 웹페이지 연결

- 디렉토리 내 영상 자료 적극 활용

- 참가업체 정보 및 문의처 직접 연결

기간: 2019년 12월~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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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공식 SNS 채널 운영

영문 페이스북 1,143 팔로워

카카오톡 채널 친구 12,115명

국문 페이스북 76,316 팔로워

인스타그램 19,568 팔로워

네이버 블로그 101,614 views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7,177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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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종합편성 및 케이블 13건 방송 

지면/온라인 기사 국내외 주요 매체 597건 게재
언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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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국내외 미디어 광고

2020 서울카페쇼 미디어 파트너

글로벌 이벤트 및 국내외

주요 미디어 파트너와의 홍보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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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진행내역

뉴스레터 발송(국내/해외)

62만 데이터베이스 연간 25회 격주 발송

서울카페쇼 및 동시개최 행사 정보, 참가업체 소개, 스폰서 광고, 

체리스초이스 선정 브랜드 소개, 엔조이카페 정보 등 수록

국문 뉴스레터

영문 뉴스레터

72



커피로 일상이 즐거워지는 곳!

서울카페쇼 파트너샵 엔조이카페

- 2020 엔조이카페 전국 240개 매장

- 엔조이카페 인증 스티커, 서울카페쇼 공식 포스터 부착

및 엔조이카페 SNS를 통한 행사 홍보

- 서울카페쇼 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한 엔조이카페 홍보 지원

‘엔조이카페’는 서울카페쇼의 공식 파트너샵입니다. 

서울카페쇼는 커피 한 잔의 즐거움을 일상에 선사하는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카페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혜택을 제공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광고/홍보 진행내역

공식 파트너샵 엔조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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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관람 포토갤러리

전시회 관람 1 전시회 관람 2

전시회 관람 3 전시회 관람 4

전시회 관람 5 전시회 관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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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제품 포토갤러리

전시 제품 1 전시 제품 2

전시 제품 3 전시 제품 4

전시 제품 5 전시 제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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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카페쇼(랜선투어) 포토갤러리

랜선투어 1 랜선투어 2

랜선투어 3 랜선투어 4

랜선투어 5 랜선투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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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카페쇼(네이버 쇼핑라이브) 포토갤러리

네이버 쇼핑라이브 1 네이버 쇼핑라이브 2

네이버 쇼핑라이브 3 네이버 쇼핑라이브 4

네이버 쇼핑라이브 5 네이버 쇼핑라이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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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커피 & 체리스초이스 포토갤러리

땡큐 커피 1 땡큐 커피 2

땡큐 커피 3 체리스 초이스 1

체리스 초이스 2 체리스 초이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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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커피리더스포럼 포토갤러리

글로벌 세션 센서리 포럼 1

센서리 포럼 2 프로페셔널 세션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1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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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관람 포토갤러리

커피 앨리 1 커피 앨리 2

커피 스팟 커피 토크

커피 라이브 드로잉 1 커피 라이브 드로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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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관람 포토갤러리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1 커피 트레이닝 스테이션 2

커피 라이브러리 커피 아트 갤러리

코리아 커피 리그 1 코리아 커피 리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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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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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리스트

83



참가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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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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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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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리스트



참가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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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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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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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 See you in 2021!

2021.11.10-13 Co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