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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처음 개최했던 서울커피엑스포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커피엑스포는 지난 10년간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커피네이션(COFFEENATION)
(사)한국스페셜티커피협회와 함께한 커피네이션은
국내 대표적인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17개를 한 곳으로 모아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입지를 넓히고자 합니다.

커피애호가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커피엑스포의 주요 연혁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해외 협력 구축
2018

서울커피엑스포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커피수출협회,
필리핀커피협회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

2019

인큐베이팅 특별관
(Incubating Zone) 리뉴얼
2013

제1회 서울커피엑스포 개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스타트업 열전 IndiGo 부스’를 새로운 운영방식으로�재탄생시켰습니다.

제 1회
월드사이폰빅매치(WSBM) 개최

혁신적인 커피 관련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2012년 (주)코엑스와 (사)한국커피연합회가 코엑스 A홀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해 2년간 9개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제 1회 서울커피엑스포를 82개사, 236개 부스의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라떼 아트 대회(WSBC) 와 더불어

쉬어가기

2014

기존 코엑스 전시장 A, B홀에서 추가로 D홀까지 확장 운영 예정이던

Mint Label 탄생

제 9회 서울커피엑스포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2020

전문 사이포니스트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21

"민트라벨"이라는 신제품 특별관 운영을 통해 관람객에게 2013년
커피 산업 트렌드를 소개하고 히트 예감 상품을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3년도 첫 운영 이후
매 해 진행하여 2019년도까지 총 77개의 신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첫 주빈국 선정 : 에티오피아

2015

매해 특정 국가의 커피 산업과 문화를 소개하고

전시회 서비스 개선

체험할 수 있는 주빈국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참관객 사전설문 등록 시스템 개선, 온라인 부스 참가신청 시스템 도입,

첫 주빈국으로 선정된 국가는 에티오피아 입니다.

전시회 공식 디렉토리를 브랜드북으로 업그레이드 하며
참가업체 / 참관객 친화적인 전시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커피엑스포 10주년
‘Design the Taste’라는 주제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커피엑스포는
전시규모를 코엑스 A, B, C 홀로 확장하고,
10주년 특별 기획관을 포함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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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개요 Show Overview

2021 서울커피엑스포
DESIGN THE TASTE

행 사 명 2021 서울커피엑스포(Coffee Expo Seoul 2021)
장

소 코엑스 A, B 홀(18,378m2)

기

간 2021년 7월 14일(수) ~ 7월 17일(토), 4일간

예상규모 250개사 900부스
주

최 (주)코엑스, (사)한국커피연합회

동시개최 코리아 호텔쇼(Korea Hotel Show)
커피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서울커피엑스포가 2021년,
역대 최대 규모로 새로운 부대행사와 특별기획관을 담아서 2년만에 찾아옵니다.
국내 커피산업의 성장을 함께 해 온 서울커피엑스포는
신제품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등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10년간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전시관 규모를 확장하고, 사이폰대회 등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여 왔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하는 2021 서울커피엑스포는 ‘DESIGN THE TASTE’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커피 트렌드와 문화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직접 본인만의 커피취향을
찾아낼 수 있도록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hall we DESIGN THE TASTE at Coffee Expo Seoul?

전시 품목 Exhibit Categories
커피(생두/원두)

머신 & 장비

원부재료

생두, 원두, 스페셜티 커피,
드립백 커피, 더치 등

에스프레소 머신, 더치커피 기구,
핸드드립용품, 전자동 커피머신,
냉장/냉동설비, 제빙기 등

음료용 과일 베이스, 설탕, 액상시럽,
우유, 과일시럽 등

포장 및 용품

홈카페

디저트

포장패키지 및 기계, 포장용기,
진동벨, 소도구, 티웨어 등

개인 카페용 소품, 인테리어 및
가구 소품, 주방가전, 커피포트,
테이블웨어, 도자기 등

베이커리 및 페이스트리, 케잌,
아이스크림, 초콜렛 등

음료

서비스 및 기타

주류, 유제품, 과일음료
차(녹차·홍차·허브차) 등

프랜차이즈, 카페창업아이템,
컨설팅, IT기술, 교육기관, 미디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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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개최 결과 Post Show Analysis
224
115

82

참가사

6만여 명의 잠재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

업계 트렌드 파악을 위한 최적의 마켓플레이스

카페 점주, 바리스타 등 업계 종사자들을 비롯,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커피 산업에 관심도 높은 잠재고객층을

다변화하는 커피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대상으로 하는 기업 및 브랜드 홍보 활동의 장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

2012

참관객

2012

236

부스수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 연계

커피 및 음료 업계 최대의 성수기 7~8월을

집객 효과가 큰 코엑스 전시회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앞두고, 여름 트렌드를 이끌 신제품을

통한 참가사의 오프라인 마케팅 시너지 효과 극대화

3.6

3.3

(단위 : 만 명)

신규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

2013

2012

2013

341

2013

175

2014

2015

2016

4.0
3.2

2014

2015

2014

215

224

144

3.3

502

238

506

2015

2016

754

2016

2017

2018

4.3

2019
4.7

3.9

2017

746

2017

2018

778

2018

2019
788

2019

· 참가업체 및 참관객 분석 (2019 기준)
참가업체 분석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시기

참가 품목

참가 목적

머신 및 설비 32%

신규 고객 발굴 28%

카페용품 23%

신제품 홍보 31.2%

커피 19%

기업 홍보 및 이미지 개선 13%

완제품 13%

기존 제품 광고 및 판매촉진 10.4%

원부재료 10%

제품 상담 및 계약 13%

기타 3%

업체 네트워킹 관리 및 유지 1.3%
기타 2.6%

Korea Hotel Show 동시개최로
‘Coex Hospitality Week’ 진행
참관객 분석
호텔 용품 및 시스템 품목을 중심으로한
전문 코리아호텔쇼(Korea Hotel Show)와 동시 개최를 통해
유관 산업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신규 바이어 확보

카페점주
21.1%

바리스타/로스터
11.1%

숙박/관광/외식업
6.4%

카페창업희망자
3.6%

제조업
12.6%

유통업
4.8%

무역업
8%

매체
7.2%

일반관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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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s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Concurrent Events

2021 어라운지 월드슈퍼바리스타챔피언십
AROUNZ WSBC (World Super Barista Championship 2021)

Special Pavilions

32강 본선을 위한 세계 최대 참가 인원과
최고 상금 규모를 자랑하는 최고의 라떼아티스트 선발대회!

10년 연속 참가 기념관

· 주최/주관 : (사)한국커피연합회
· 방식 : 32강 토너먼트 방식
· 기간 : 2021. 7. 14(수) - 7. 17(토), 4일간
· 장소 : 서울커피엑스포 내 특설무대
· 상금 : 총 7,300만원 (* 변동 될 수 있음)

Hall of Fame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커피엑스포에 연속으로 참가한 기업을
소개하고 조명하는 기념관

2021 월드사이폰빅매치
WSBM (World Syphon Big Match 2021)
전문 사이포니스트들의 토너먼트 대회!
기존 사이폰 대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해 커피, 티, 시그니처 음료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시각적 볼거리와 재미가 양립하는 세계적인 사이폰 대회

올해의 주빈국
Guest Country of the Year

· 주최/주관 : (사)한국커피연합회
· 방식 : 32강 토너먼트 방식
· 기간 : 전시 기간 중 2일 진행 예정
· 장소 : 서울커피엑스포 내 특설무대

커피 관련 국가의 산업 및 문화를 소개하고 주빈국으로 선정된 국가와의 커피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역대주빈국 ]
· 2019 과테말라 : A Long-lasting Tradition of Hand Picking
· 2018 코스타리카 : Why Costa Rica Coffee?
· 2017 인도네시아 : Trade with Remarkable Indonesia

· 2016 브라질 : Viva! Cafe Brasil
· 2015 콜롬비아 : Seed to cup
· 2014 에티오피아 : Ethiopian Coffee

Events & Lectures

2021 신제품 특별관

마케팅 스테이지

New Products of 2021

Marketing Stage

올해 출시된 신제품(서비스)를 선보이는 특별관

신제품 발표회, 제품 설명회, 회사 브랜딩을 위한 전문가 세션 또는 제품 시연회 등
다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타켓 마케팅 공간

· 신청 자격 : 2020년 하반기 ~ 2021년 출시된 신제품
※ 서울커피엑스포 참가업체 제품에 우선 순위 부여
· 제공내역
- 전시장 내 별도 공간(제품용 부스, 홍보용 벽면)
-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한 홍보

· 신청 비용 : 100만원/세션
· 제공 사항
- 전시장 내 특별 세션 운영 (업체당 1세션)
- 연단, 음향, 스크린, 테이블 및 의자 세팅

커피산업 인큐베이팅 특별관

Coffee Lab

Coffee Industry Incubating Zone

Education Session

· 국내 커피업계에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획관
· 참가 대상
- 예비창업자 및 업력 2년 이내 스타트업 (2019년 1월 1일 이후 설립 기업), 또는
2년 이내 국내 개발상품 보유기업
· 제공 사항
- 전시장 내 별도 공간 (업체당 1부스)
-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한 홍보

커피전문가를 위한 전문 교육부터 커피 애호가들을 위한
커피 입문 과정과 체험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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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참가 안내 Participation Guidelines
참가절차

주요 전시 품목

커피 머신 및 장비, 포장 및 용품, 점포설비, 홈카페용 장비, 커피 원부재료,

온라인 참가신청

계약금 납부

잔금 납부

exhibitor.cybercoex.co.kr
회원가입 후 신청

부스비 총액의 50%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부스비 총액의 50%
+ 부대시설 이용료

2021 서울커피엑스포
개막

원두, 생두,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원두 및 음료), 차, 베이커리,
디저트, 티웨어/테이블웨어, 인테리어 소품 등

부스비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단가

비고

독립부스

2,400,000원/부스

면적만 제공

조립부스

2,800,000원/부스

면적 + 기본조립부스 제공

프리미엄 조립부스

3,200,000원/부스

면적 + 고급조립부스 제공

코너옵션 (선택사항)

300,000원/2면 개방

3부스 이하 적용

조립부스 (면적+합판조립부스)

프리미엄 조립부스 (면적+목공조립형)

※ 신청 마감 : 2021년 5월 31일(부스 소진시 조기 마감)

위치 안내 (1F)

독립부스 (면적만 제공)

* 10개사 이상 신청시 진행

Hall B

Hall A
Lobby
관리비
구분

Hall A

주요 부대행사

Hall B

Lobby

· 마케팅 스테이지

· 대회장

· 신제품 특별관

· 올해의 주빈국

· 인큐베이팅 특별관

· 10주년 Hall of Fame

· Coffee Lab

커피전문가를 위한 비즈니스 친화적 행사장

커피애호가 및 마니아를 위한 판매 및 체험의 장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업계 종사자 전문 프로그램

· 일반 소비자들과 교감 가능한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

· 품목별 Zoning을 통한 바이어 중심의 전시 운영

· 로스터리관, 홈카페 체험관, 커피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

단가 (VAT 별도)

비고

전기

주간 70,000원/kw, 24시간 90,000원/kw｜4일 기준 비용

주간용과 24시간용이 있으며,
단상 220v(60Hz), 삼상 380v(60Hz)로 구분

전화

시내·외 50,000원/대｜국제 200,000원/대

별도 정산없이 시내·외 전화와
국제전화로 구분

급·배수 및 압축공기

200,000원/소

전시품 작동을 위해 급·배수 및
압축공기 필요시 신청

인터넷 전용선(LAN)

200,000원/소

인터넷 필요시 신청(유선)

◀ 참가 신청 바로가기!
부스 신청은 온라인 참가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