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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소개



세계 최고 커피석학들이 모이는
지식 공유의 장

World Coffee Leaders Forum

아시아를 대표하는 커피 전문 컨퍼런스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은
UN산하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가 전 세계 최초로 공식 후원하는 국제회의로써
2012년 첫 개최 이후로 글로벌 커피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회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세계 최고 커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시장이 직면한 변화를 짚어보고
산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왔습니다. 

커피의 높은 품질에 대한 니즈로 인해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확산, 이에 따른 원가 부담과 커피 가격상승,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커피 병충해 및 재배 온도 부적절 현상, 커피 생산자와 소비국과의 관계, 
팬데믹 이후 커피 시장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솔루션 등 글로벌 커피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초청 연사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은 세계 커피 시장의 경향과 도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공됩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커피 산업의 새 지표 역할을 하는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은
아시아 최대 규모 커피 행사인 서울카페쇼, 도시와 산업이 융합된 서울 대표 복합 문화 행사
서울커피페스티벌과 동시 개최되어 산업의 미래 비전과 문화를
전 세계 커피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장이 조성됩니다. 

행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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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명 칭 제10회 월드커피리더스포럼
The 10th World Coffee Leaders Forum 2021

기 간 2021.11.10(수) ~ 13(토)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및 온라인

주 제 Refocus, Revive, Reboot
위기를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피 시장

주 최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조직위원회

주 관

후 원

규 모 60개국, 3,000명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동시통역 제공)

프로그램 글로벌세션, 프로패셔널세션, 오리진어드벤쳐세션, SCA 교육

동시개최 제20회 서울카페쇼, 제6회 서울커피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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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표

※본 내용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우수 K-컨벤션

선정

글로벌 융복합 대표 MICE

공식후원

수상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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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01 | KNOWLEDGE
글로벌세션
월드커피리더스포럼 글로벌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리더들이 글로벌 커피 산업의 미래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피 매장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솔루션이 필요한 경영자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공합니다.

프로패셔널세션
프로패셔널세션에서는 글로벌 커피 전문가들이 전문 기술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됩니다.  
다양한 시연과 발표를 통해 깊이 있는 테크니컬 기술과 유익한 정보가 공유됩니다. 

02 | EXPERIENCE
오리진어드벤쳐세션
커피 산지의 원두를 직접 체험해보기 희망하는 바이어, 리테일러 및 수입자에게
각 커피 산지 협단체에서 운영하는 높은 품질의 스페셜티 커피 커핑 세션이 제공됩니다. 

월드커피테이스팅 스테이션
월드커피리더스포럼에 참석한 다양한 참가자들과 함께 네트워킹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산지의 신선한 커피를 한자리에서 맛보고 비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03 | NETWORK
환영리셉션
월드커피리더스포럼에 참가한 초청 연사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 및 동시개최행사 서울카페쇼의 주요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공식 만찬•특별 공연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장입니다. 

커피&컬처투어
월드커피리더스포럼에 초청된 해외연사들과 VIP 또는 바이어와 함께 서울의 유니크한 카페와 커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투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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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주요 연사

Andrea Illy

Chairman, illycaffé
George Howell

Founder, Goerge Howell Coffee

Timothy Schilling

Founder, World Coffee Research

Kim Elena lonescu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SCA

Peter Giuliano

Chief Research Officer, SCA

Mery Santos

President, IWCA

Bryan Meehan

Executive Chairman, Blue Bottle

Michael Phillips

Director of Training, Blue Bottle

José Sette

Director, ICO

Michael Sheridan

Director, Intelligentsia Coffee

Peter Kettler

Global Manager, Fairtrade

Susie Spindler

President, Cup of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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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글로벌세션



2021 글로벌세션

Global Top
커피 리더 대거 참여

60개국
3,000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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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세 션 명 글로벌세션(Global Session)

기 간 2021.11.10(수) ~ 11(목), 10:00 – 17:00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및 온라인

파 트 너 SCA(Specialty Coffee Association)

공식언어 한국어, 영어(동시통역 제공)

프로그램 Day 1 – Part I. 커피 리테일 | Part II. 푸드테크
프로그램 Day 2 – Part III. 미래 리테일 트렌드 | Part IV.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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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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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의 글로벌세션은
“Refocus, Revive, Reboot – 위기를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피시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팬데믹 이후 커피 리테일 시장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미래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ESG 경영, 리테일 및 푸드테크에 관한 인사이트 공유를 통해
전세계 커피 산업의 새로운 지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불어 한층 더 확장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국제 커피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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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션 프로그램표

※본 내용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세션, 오리진어드벤쳐세션, SCA 교육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공개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세션 프로그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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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세션, 오리진어드벤쳐세션, SCA 교육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공개 될 예정입니다.



연사 라인업

Yannis Apostolopoulos

CEO, SCA

Justin DeGeorge

Marketing VP, Nespresso

Matthew McCarthy

CEO, Ben & Jerry’s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황지영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

Jill McDonald

CEO, Costa Coffee

Derek Bothereau

Sustainability Manager, Starbucks

Bartosz Ciepaj

Master Roaster, Harrods

Matthew Swenson

Director of Coffee, Nestle

16※본 내용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시 개최 행사



글로벌 융복합 MICE

식음료 산업의
국제적인

비즈니스 플랫폼

전 세계 커피 리더와
업계 종사자 간

지식과 정보 교류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와

문화 체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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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커피페스티벌 개요

명 칭 제6회 서울커피페스티벌
The 6th Seoul Coffee Festival 2021

기 간 2021.11.10(수) ~ 13(토)

장 소 코엑스 및 서울 주요 카페거리

후 원

규 모 80개국 160,000명

프로그램 서울커피투어버스, 커피앨리, 커피라이브러리
커피아트갤러리, 커피토크, 커피사이언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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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제20회 서울카페쇼
The 20th Seoul International Cafe Show 2021

기 간 2021.11.10(수) ~ 13(토)

장 소 코엑스 전관 A, B, C, D홀(36,007sqm)

주 관

주 최

전시품목 커피, 차, 베이커리, 원부재료, 디저트류, 아이스크림, 음료 및 주류,
장비/설비, 인테리어, 프렌차이즈 및 창업, 주방가전, 외식산업

규 모 참가업체 40개국 600개사, 2,000부스
참관객 80개국 160,000명

인 증

후 원

미 디 어

서울카페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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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사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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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카페쇼 친환경 캠페인 땡큐, 커피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스마트 프로그램

23



주요 프로그램

특별 쇼케이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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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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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Contact

월드커피리더스포럼 조직위원회
T. 02-6000-6673   
E. info@wclforum.org   
W. wclforu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