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개최행사

21

2 0 2 3

2023. 6.22(목) - 24(토)

코엑스 1층 A홀 전관

수출바우처 사용 가능
국제 인증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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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Seoul International Wines & Spirits Expo 2023)

2023. 6. 22(목) ~ 24(토), 11시~19시

장        소 서울 코엑스 1층 A홀 전관

(주)한국국제전시

명        칭

일        시

주        최

행사개요

동시개최행사

국내 제조 및 맥주, 관련설비, 부대용품 등
맥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맥주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  

21년째를 맞이하는 국내 가장 오랜 역사,
높은 인지도의 종합 주류 & 와인 박람회 

1 
각 주종별 특성에 따른 최적의

B2B, B2C 홍보 마케팅 확대의 장

2 

매년 35,000명 이상의
바이어 및 소비자가 방문하는
국내 최대 주류 전문 박람회 

3 
다양하고 체계적인

 주류 전문 부대행사 & 세미나 개최 운영

4 

대한민국 주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주류 트렌드를 제시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주류 판매, 직접적인 홍보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는 최적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국제맥주 및 기기설비산업전시회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전통주 시장의 
트렌드를 선보이고 ‘전통주’를 국내 · 외에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전통주 전문 전시회 

세계전통주페스티벌

각종 와인

대사관, 협회, 단체

전문판매점

셀러, 디스펜서, 전용 글라스, 기타 액세서리

맥주, 스피리츠, 전통주, 사케, RTD, 중국술 등

관련 식품, 안주, 간식류

설비, 운송, 포장, 인테리어, 홈브루잉

서비스, 매체, 교육기관

2022 참가후기

전통주 참가업체

관람객 뿐만 아니라 바이어들도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 제품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하드리쿼 참가업체

코로나 종식이 아직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람객 유치하신

 주최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

“ 
조지아 공화국 와인

홍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류 박람회입니다. 

”

“ 

전시품목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러시아 리투아니아

미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조지아

중국 크로아티아

프랑스

2022 행사개최 결과

부대행사 및 특별관

지난 행사 사진

참관객 분석

개최 규모 해외 참가국가

참가업체 분석

참관객 구분

명13,068 
바이어

(32.3%) (67.7%)

명27,331
일반관람

일별 참관 현황

참가 업체 부스 규모

개사
279

부스
378

m²

10,368
참가 면적

개국
15

참가 국가

참가업체 품목
 

참가업체 구분
 국내 생산자 (43%)

기타 식품 (14%)
해외 생산자 (5%)

국내 수입자 (32%)

협회/교육기관 (4%)

미디어 및 기타 (2%)

와인 (30%)

전통주 (15%)
기타주류 (13%)

맥주 (20%)
하드리커 (12%)
부대용품 (5%)
설비 (3%)
기타 (2%)

외식업 (38%)

제조사 (20%)
수입사 (12%)

유통사 (27%)

기타 (3%)

20대 (32%)

40대 (18%)
50대 (13%)

30대 (27%)

60대 이상 (10%)

전통주 (30%)

식품 외 (5%)

기타 주류 (19%)

와인 (34%)

맥주 (12%)

컨퍼런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류 시장에 대한 폭 넓은 논의와 각 주종별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는 컨퍼런스 운영

주류 전문 세미나 및 각종 부대행사 
관련업계 종사자 및 애호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인 주류 분야의 교육 서비스 제공

국내 · 외 주류 전시관 운영
국내 및 전 세계 주류를 한 자리에 전시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일반 애호가들에게 다양한 국내·외 주류 트렌드와  소비시장을 한번에 선보이는 기회

(21.7%)

명8,764

6/30(목)

(27.9%)

명11,257

7/1(금)

(50.4%)

명20,378

7/2(토)

명40,399
(100%)

참관객
관심분야

 

바이어
업종 구분

 

일반 관람객
연령별 분포도

 



참가 절차

할인 혜택

계약금 납부계약금 납부 잔금 납부잔금 납부 전시회 개막전시회 개막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 

부스비 총액의 50%납부 
기한 : 2023. 6. 2(금) 2023. 6. 22(목)

참가신청서 제출참가신청서 제출
기한 : 2023. 5. 26(금)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온라인 신청: www.siwse.com 이메일 접수: info@siwse.com 팩스 접수: 02-761-2517

부스 안내

※ 상기 부스 시안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추가 전기, 전화, 인터넷, 급배수 등은 별도의 신청 시에만 제공됩니다.

구 분 할인율 할인 조건내 용

1차 조기신청

2차 조기신청

기참가 할인

15%

10%

10%

2023. 2. 17(금)까지

2023. 3. 31(금)까지

1회 이상 참가

1

2

3

비 고

info@siwse.com02)761-2516, 2526 

부스 배정은 출품 신청 및 입금 순에 따라
주종, 부스타입, 규모, 참가 실적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장치공사는 참가업체에서 
COEX 지정협력업체를 
통해 직접 시공

● 상호 간판(폼포드) 
● 방염 파이텍스 
● 목공 측면 및 후벽면 
● 부스 내 LED 스팟 조명 4개 
● 콘센트 1개(전기 1kw) 
● 목공 1단 시음대 1개  
● 의자 1개, 휴지통 1개
※ 벽면 그래픽시트비 별도

● 상호 간판(현수막) 
● 방염 파이텍스 
● 측면 및 후벽면 
● 간판 LED 스팟 조명 2개 
● 부스 내 LED 스팟 조명 3개 
● 콘센트 1개(전기 1kw)
● 시음대 1개  
● 의자 1개, 휴지통 1개

＊전시면적만 제공

220만원 / 부스(VAT 별도)

300만원 / 부스(VAT 별도)

260만원 / 부스(VAT 별도)

● 상호 시트컷팅 간판 

● 방염 파이텍스 
● LED 형광등 매입 조명 
● 그래픽 출력 및 부착 
● 블럭 측면 및 후벽면 
● 매입 선반 3개(BL 조명 삽입) 
● 콘센트 1개(전기 1kw) 
● HQI 조명 2개 
● 블럭시음대 1개 
● 의자 1개, 휴지통 1개
● 원형테이블 1개 및 의자 4개

400만원 / 부스(VAT 별도)

조립부스독립부스

목공부스 블럭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