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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WHY KIBEX?

KIBEX IN THE WORLD

주요 바이어

주류업계 종사자, 바/펍 운영자, 레스토랑/외식업계 종사자, 외식업종 창업자, 수입/수출업자, 주류 제조업 종사자, 도/소매
업, 유통업체 종사자, 관련 기기/설비 제조업 종사자, 기관/협단체, 기자, 일반소비자 등

- 국제상업맥주대회, 맥주 관련 전문 세미나 등 맥주 전문 이벤트 동시 개최

- 전세계 맥주산업 주요 기업들의 아시아 전시회 투어 일정에 자리잡은 KIBEX는, 진정한 International 전시회로 이미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 전국 각지에서 맥주 업계 종사자, 관계사, 맥주 애호가 등과의 만남이 가능한 최적의 비즈니스 플랫폼. KIBEX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미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세요!

- KIBEX 방문 통계에 따르면, 맥주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맥주 애호가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실질적인 홍보 및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KIBEX는 주류 관련 전시회 최초로 현장에 방문예정인 진성 바이어분들과 참가기업분들의 B2B 미팅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비즈니스 효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맥주를 넘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프리미엄 베버리지 시장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여 프리미엄 전통주,  내추럴와인, 콤부차,      
   헬시 드링크 등 더욱 다양한 프리미엄 베버리지까지 선보입니다.

* 수출을 위해 해외 전시회를 찾고 계신가요? KIBEX사무국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 맥주 산업에 전문화된 복합 이벤트

2. 해외에서 먼저 찾아오는 맥주 비즈니스 플랫폼

3. 1년에 단 한번, 대한민국 맥주산업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기회

4. 실제 업계 종사자와 잠재 고객들로 구성된 바이어 & 참관객

5. 주류 관련 전시회 최초 B2B 미팅 지원!

6. 맥주를 넘어 프리미엄 크래프트 베버리지로의 확대

브루어리 국내 / 해외 브루어리

유통 수입사, 유통사, 도매, 소매, 보틀샵

장비/설비
브루잉 장비, 케깅 장비, 주방, 케그레이터, 홈브루잉 장비, 포장기기, 보일러, 생맥주 시스템, 포셋, 
냉장장비, 광학, 효모 배양, PH, 아로마 분석 등

액세서리 글라스, 캔, 병, 그라울러, 오프너, 커플러 등

MD제품 의류, 모자, 뱃지, 탭핸들 등

프랜차이즈 맥주전문 펍, 치킨, 관련 F&B 프랜차이즈 등

원재료 홉, 몰트, 이스트, 물

부재료 곡물, 효소, 향, 에센스, 추출물, 과일 주스, 퓨레, 오일, 펄프, 부재료 등

식품 치즈, 피자, 치킨, 버거, 수산물 등

프리미엄베버리지 프리미엄 전통주, 내추럴와인, 애플사이다, 콤부차, 미드 등

서비스 / 교육 협단체, 아카데미, 자격증, 시서론, 비어소믈리에, 마케팅, 빅데이터, 서비스 등

행사명

날짜

장소

주최 / 주관

후원

스폰서

파트너

미디어파트너

홈페이지

부대행사

동시개최행사

전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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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제맥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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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iling Stage(신제품/브랜드 발표회), New Product Showcase, Open Stage

Korea International Beer Conference (KIBCON) - 대한민국국제맥주컨퍼런스
Korea International Beer Awards (KIBA) - 대한민국국제맥주대회

DRINK DIVERSITY!

대한민국맥주산업박람회는 세계 최대 맥주/음료 분야 전시회인 독일 Braubeviale와 마케팅 협약
을 체결, 전세계 주요 맥주 분야 전시회들과 Member of Beviale Family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Member of Beviale Family



MARKET PERSPECTIVE

NEW CATEGORY IN KIBEX 2022

BUSINESS EVENTS

KOREA INTERNATIONAL BEER CONFERENCE | 대한민국 국제맥주컨퍼런스 

KOREA INTERNATIONAL BEER AWARD | 대한민국 국제맥주대회

BEER TO BUSINESS | 1:1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NEW PRODUCT SHOWCASE | 신제품 쇼케이스

OPEN STAGE | 오픈 스테이지

맥주산업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한 국제 컨퍼런스!
2018년부터 KIBCON은 국내외 유명 연사들을 통해 가장 트렌디하고 뜨거운 
업계 내 이슈들을 전해오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맥주 업계에 새
로운 인사이트를 던지고자 합니다.

코로나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KIBCON 2022에서 성공의 해답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 상업 맥주 대회, KIBA는 해외 유명 대회와 견줄 
수 있는 32.2%라는 수상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맥주는 아시아 시장
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www.kiba.kr 에서 확인하세요!

2020 RESULT

2020 RESULT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개최 / 3개국 연사 7명, 7개 세션 참가

44개 브루어리, 79개 카테고리 251종 맥주 참가
55개 카테고리, 81종 맥주 수상!

주류 업계 전시회 최초, 유일!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와의 구매
상담, 파트너와 사업협력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판로개척, KIBEX가 
적극 도와드립니다! 

곧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거나, 혹은 신제품을 막 출시하셨나요? 귀사의 신제
품을 임팩트있게 선보일 수 있는 Unveiling Stage에서 바이어와 고객에게 강
력한 첫인상을 남기세요!

Trendy, Technical, International & Practical! 
브루어를 위한 테크니컬 세미나부터 B2C세미나까지,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전시기간동안 개최될 예정이니 OPEN STAGE로 달려오세요! 

한국 주류 시장 분석

중소규모 맥주 양조장 설립 완화 / 제조, 외부유통 허용 
판로규제 완화, 주세부담 경감 
제조시설기준 완화, 소매점유통 허용 
주세 과세표준 변경 (종량세 전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허용 

내추럴 와인, 크래프트 진, 프리미엄 전통주, 프리미엄 
음료 등 더욱 다양한 음료와 주류 제품들을 KIBEX에
서 만나보세요! 

트렌디한 샵 인테리어 제품 및 서비스와 더불어, 빅데
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리테일 테크 서
비스와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2021
2020
2018
2016
2014

연도별 소규모 맥주 양조장 규제 완화 움직임

PREMIUM CRAFT BEVERAGE SHOP INTERIOR & RETAIL TECH



PARTICIPATION GUIDELINES

참가절차 안내

부스타입 및 참가비

참가비 납부 안내

판매정책

할인 프로그램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브루어리부스 프리미엄부스

조기 ￦ 1,900,000 ￦ 2,300,000 ￦ 2,300,000 ￦ 2,800,000

일반 ￦ 2,100,000 ￦ 2,500,000 ￦ 2,500,000 ￦ 3,000,000

구분 할인 할인조건

조기신청 200,000원 2022. 1. 14까지 참가신청 기업

4년 연속 참가사 20% 19, 20, 21, 22년도 연속 참가사 할인

규모 할인 
5% 4부스 이상 – 8부스 이하

10% 9부스 이상

납부방법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이체 IBK기업은행 633-024159-01-011 ㈜글로벌마이스전문가그룹

3m
3m

참가신청 : 홈페이지(www.beerexpo.kr) 혹은 이메일(koreabeerexpo@gmail.com) 접수

주최측으로부터 카드 단말기 임차 시, 판매 수수료 12% 적용
 * 단말기 임차가 필요한 기업은 사무국으로 전시회 2주 전까지 사전 신청 필수 (현장 신청 불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 행사 종료 후 납부 비용에 대해 행사 종료일자로 일괄 발행 예정

KIBEX는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합니다!

WAYS TO GENERATE ANTICIPATION FOR KIBEX?

KIBEX OFFICIAL SPONSORSHIP PROGRAM

B2B + Media + B2C Promotion

KIBEX는 함께 세계 맥주시장을 향해 성장해갈 파트너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맥주 산업 내 강력한 브랜드 PR기회를 찾고 계신다면, KIBEX 사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스폰서십 항목별 신청 기업 수가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 할인 프로그램은 최대 25%까지 적용 가능

* 조기신청 할인 : 22년 1월 14일(금)까지 신청서 제출 및 계약금(50%) 납부 완료 시 적용
* 부스타입 별 자세한 제공 내역은 홈페이지(www.beerexpo.kr)에서 확인 가능

VAT별도



T. +82-2-565-0501 / F. +82-2-564-0501
E. koreabeerexpo@gmail.com     W. www.beerexpo.kr

POST SHOW REPORT
6개국 130개사 160부스 9,638명

MAJOR PARTICIPATING BRANDS

대한민국맥주산업박람회 3개년 분석

KIBEX(Korea International Beer Expo) 2022 사무국

VISITOR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