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
부대시설이용료 +
비즈니스 프로그램

2022. 6. 16목 ~ 18토｜Coex Hall D

제10회 코리아호텔쇼
Korea Hotel Show 2022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이 주최해온 호텔쇼가
전시 전문가 그룹 “코엑스”와 손잡고 “코리아호텔쇼”로
리브랜딩하며, 더 가깝고, 더 글로벌하게 거듭납니다.

2022.06.16목 ~ 18토
코엑스 D홀

호텔 · 리조트 · 중소형 호텔 · 모텔 · 펜션 숙박산업 전문 전시회
· 호텔투자 / 운영 / 개발, 중소형 호텔 창업, 호텔IT

· 객실용품(어메니티, 린넨, 패브릭 등)

· 호텔&리조트 가구 / 인테리어 / 조경 / 자재 등

· 식음료 / 식자재 / 식음료장비 / 기물 / 테이블웨어 등

History of Korea Hotel Show
코리아호텔쇼의 역사

제3회
2016년 10월 6일(목)~9일(일)
킨텍스

호텔쇼(Hotel Show)로
명칭 변경

제8회
2019년 호텔쇼 10월 9일(수)~12일(토)
벡스코

제2회

제7회

2015년 10월 7일(수)~10일(토)
킨텍스

2019년 부산 호텔쇼 4월 4일(목)~6일(토)
벡스코

제1회
2014년 10월 1일(수)~4일(토)
킨텍스

제4회
2017년 10월 18일(수)~21일(토)
킨텍스

제6회

제9회
2021년 7월 14일(수)~16일(금)
코엑스 그랜드볼룸

2018년 10월 10일(수)~13일(토)
킨텍스

제5회
호텔&레스토랑산업전
(HOREX) 개최

코리아호텔쇼
(Korea Hotel Show)로
리브랜딩

2018년 제주 호텔쇼 3월 15일(목)~17일(토)
ICC국제컨벤션센터

제10회
코리아호텔쇼 개최
2022년 6월 16일(목)~18일(토)
코엑스 D홀

Show Overview
전시회 개요
명칭

제10회 코리아호텔쇼(Korea Hotel Show 2022)

기간

2022년 6월 16일(목) ~ 18일(토)

장소

코엑스 D홀

규모

100개사 300부스

주최

부대행사

호텔산업 전문 컨퍼런스 · 관광/호텔 스타트업관&포럼 · 호텔 브랜드관 · 제6회 K-Hotelier 시상식 · 호텔산업 인재 채용관
호텔 유니폼쇼 · 1:1 바이어 비즈매칭 프로그램 · 호텔 B2B 오픈 마케팅 스테이지 외

후원

업계 (사)공인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 · (사)남해안의료관광협회 · (사)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 (사)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
(사)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 (사)한국마이스관광콘텐츠협회 · (사)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 · (사)한국바텐더협회
(사)한국베버리지마스터협회 · (사)한국식음료교육협회 · (사)한국식음료문화협회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컨시어지협회 · (사)한국티협회 ·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 SKAL · 관광레저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한소믈리에협회 · 대한칵테일조주협회 · 바셰프코리아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 서울호스피탤리티협회 · 셰프테이블
아시아바텐더협회한국중앙회 · 한국AI호텔·문화관광협의회 · 한국공유경제협회 ·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 한국기능음식협회
한국리츠협회 · 한국마이스협회 · 한국베버리지라이센스연합회 · 한국소믈리에협회 · 한국스마트관광협회 · 한국와인협회
한국외식음료협회 · 한국총주방장회 · 한국호텔업협회 · 한국호텔제과사협의회 · 호텔만들기협회
학계 (사)대한관광경영학회 · (사)관광경영학회 · (사)한국관광레저학회 · (사)한국관광서비스학회 · (사)한국외식경영학회
(사)한국호텔관광학회 · (사)한국호텔리조트학회 · (사)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한국관광학회 · 한국와인소믈리에학회
이외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 · 경희대학교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 · 경희대학교스마트관광연구소 · 한국UNLV총동문회

What Makes Korea Hotel Show Special
코리아호텔쇼가 특별한 이유

국내 유일
호텔 전시회 최다 개최

국내
최대 규모

호텔·숙박산업·F&B산업
전문 전시회

코리아호텔쇼 개최 횟수

전시회 X 호텔산업 전문 컨퍼런스로
구성된 B2B 전문 플랫폼

총 방문 누적 관람객 수

총 9회 개최

약 854개 업체
(누적집계)

B2B 74,531명
B2C 18,432명

Exhibit Items
전시품목
객실용품

호텔개발 & 운영

호텔침구류, 어메니티, 객실용가구,

호텔개발, 호텔컨설팅,

객실비품, 전자제품 등

호텔위탁운영, 호텔브랜드 등

위생용품

호텔설비

청소용품, 세탁장비, 방역용품,

헬스시설, 음향장비,

유니폼, 수전금구, 욕실관련 자재 등

냉·난방 공조 시스템, 장비 등

인테리어 & 엑스테리어

F&B

가구, 조명기구, 인테리어소품,

주방기기, 주방기물,

예술작품, 조경시설, 건축자재 등

식자재, 음료, 주류 등

호텔IT & 전자

서비스

객실통합관리시스템, AI로봇,

아웃소싱, 교육기관, 인력채용,

키오스크, 전자장비 등

업무대행업체, 협·단체, 호텔스타트업 등

Major Visiting Buyers
주요 참관 바이어

관련업계 종사자

- 호텔·숙박업소 종사자 및 관계자
- 리조트, 중소형 호텔·모텔·펜션 등
숙박업소 운영자 및 창업 예비자, 종사자
- 외식산업 종사자, 구매 담당자
- 레스토랑, 카페, 파티&이벤트 기획자,
기업 행사 마케팅 담당자, 바 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공공기관 및 기타

생산 및 수입사

- 각국 대사관, 무역 대표부 관계자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 국내·호텔·숙박&외식산업 용품 제조업체
관계자

- 관련 교육기관, 오피니언 리더,
호텔 투자&개발, 운영 관련자 등

- 해외·생산자
- 수입업체 관계자

Floor Plan
행사장 위치 및 구성

행사장 전체 구성

Hall D
KOREA HOTEL SHOW

Hall D

3F

Hall C

D홀 내부 구성안

부대행사

호텔산업 전문 컨퍼런스

F&B
객실용품 /

호텔설비

호텔IT & 전자

호텔개발 /
운영

위생용품 /

서비스

호텔설비

↑↓
출입구

* D홀 내부 실제 구성은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hibition Features
전시회 특징

코리아호텔쇼 & 호텔산업 전문 컨퍼런스는
B2B 전문 전시회로 바이어와 실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국내 유일의 호텔 전문
플랫폼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호텔 브랜드의
참가유치 및 국제적인 호텔산업 컨퍼런스를
지향해 호스피탈리티산업의 아시아 대표
전시회가 될 것입니다.

호텔산업 전문 컨퍼런스 및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민·관·학·연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간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합니다.

Events & Programs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호텔산업 전문 컨퍼런스
- 매년 숙박산업이 당면한 과제와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지식 공유의 장으로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및 참석자 간의
네트워킹을 제공
- 전시장 내 100인 규모의 특별 컨퍼런스 장 구성

관광/호텔 스타트업관&포럼
호텔 브랜드관
IT 기반의 관광/호텔 스타트업들의 기술과 생각을 공유하는
포럼과 함께 국내외 다양한 호텔브랜드들 만의 차별화,
우수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

제6회 K-Hotelier 시상식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호텔종사자를
선정하는 K-Hotelier 시상식
- 주최 :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서울시관광협회

호텔산업 인재 채용관
호텔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들(예비 호텔리어, 현직, 구직, 은퇴자 등)과
고용 호텔이 활발한 상담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관

호텔 유니폼쇼
각 호텔들의 차별화된 유니폼을 패션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국내 대표 호텔들의 다양한 유니폼을 한자리에서 감상

1대1 바이어 비즈매칭 프로그램
주요 바이어들과 참가업체의 1대1 비즈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가업체의 전시회 참가 성과 제고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코리아호텔쇼 대표 프로그램

호텔 B2B 오픈 마케팅 스테이지
참가업체의 신제품, 회사 소개, 산업 트렌드 등 호텔 산업 전반에 걸친
주제로 참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세션
- 전시장 내 50인 규모 세션장 제공
- 음향, 스크린, 의자 및 테이블 세팅 제공

Review
지난 행사 개최 결과

2021 코리아호텔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컨퍼런스 중심으로 행사 진행(30개사 59부스)

Conference 컨퍼런스
07.14(수)
10:40
12:00

호텔 PR, 브랜드의 파워와 믿음을 담아라!
㈜에머슨 케이 파트너스_박기환 대표

13:10
14:30

코로나 19 이후 한국 호텔산업 인력운영 변화와 대응전략
호텔인네트워크_이정한 대표

14:40
16:00

청각적 감성 마케팅을 이용한 공간 및 브랜딩 사운드 전략
뮤직스타일링_강규원 한국대표 컨설턴트

16:10
17:30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호텔의 과학적인 청결관리방안
세계청결산업협회(ISSA KOREA)_오병건 이사

10:40
12:00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호텔의 대응전략 : 정확한 미래 예측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법 OTA INSIGHT_황성원 한국총괄 매니저

13:10
14:30

Crisis and Revenue Management
㈜호텔롯데_박흥수 책임

14:40
16:00

스토리텔링을 통한 호텔 브랜드의 벨류-업
LBI KOREA_조재호 상무

16:10
17:30

호텔매출증대를 위한 온라인마케팅 전략
㈜나누고_박광철 대표

10:40
12:00

호텔 F&B 콘셉트 기획을 위한 상권 및 빅데이터 분석 사례
한양사이버대학교_김영갑 교수

13:10
14:30

수요예측AI를 활용한 호텔 F&B 수익화 전략
테이블매니저㈜_최훈민 대표

14:40
16:00

기술기반의 호텔 룸다이닝 서비스 혁신과 변화
퍼블릭스㈜_정성진 대표

07.15(목)

07.16(금)

2019 코리아호텔쇼

10개국 162개사 437부스
총

24,823명 참관

개최 기간

2019. 10. 9(수) ~ 10. 12(토), 4일간

장소

KINTEX 7홀

참가업체 및 부스 수 162개사 437부스
참관객 수

95%

90%

참가사 만족도

재참가 의사

98%

100%

참관객 만족도

평균 미팅 및 상담건수

24,823명

Participation Guideline
부스 참가 안내

참가 절차
온라인 참가신청서

exhibitor.cybercoex.co.kr
회원가입 후 신청

계약금 납부

잔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
부대시설이용료 +
비즈니스 프로그램

부스비 총액의 50%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2022
코리아호텔쇼 개막
6월 16일(목)

참가비
구분

단가

비고

독립부스

2,300,000원/부스

면적만 제공

조립부스

2,700,000원/부스

면적 + 기본조립부스 제공

프리미엄 조립부스

3,300,000원/부스

면적 + 고급조립부스 제공

조기신청 할인

부스당 230,000원 할인

2022. 3. 31(목)까지 신청 접수

조립부스 (면적+합판조립부스)

프리미엄 조립부스 (면적+고급조립부스)

* 1부스 : 3m x 3m = 9㎡(단위 : 원 , VAT 별도)

부스안내
독립부스 (면적만 제공)

* 부스 세부 구성은 상기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구분

단가 (VAT 별도)

비고

전기

주간 80,000원/kw, 24시간 90,000원/kw│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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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6. 16목 ~ 18토｜Coex Hall D

참가문의 코엑스｜TEL. 02-6000-1074/1057

E-MAIL. koreahotelshow@coex.co.kr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TEL. 02-312-2828

E-MAIL. hotel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