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 코엑스, 베아트리체

2022. 11. 2Wed - 11. 5Sat
Coex, Hall B

JUICE BAR LIQUOR BAR TEA BAR
WATER BAR DAIRY BAR MACARON
FROZEN DESSERT PASTRY BREADS
CAKES CHOCOLATE COOKIES JAM
CANDY HONEY SERVICE ETC 2018

2022 드링크&디저트쇼 사무국
T. 02-6000-1057
E. ddshow@coex.co.kr
H. drinkndessertshow.com

DD SHOW 2022 OVERVIEW

WHY DD SHOW?

코엑스에서 펼쳐지는
가장 달콤한 축제!
명

칭

2022 드링크 & 디저트쇼(Drink & Dessert Show 2022 : DD Show 2022)

장

소

코엑스 B2홀

기

간

11. 2(수) - 11. 5(금), 10:00 - 18:00(금요일은 17:00까지 진행)

예상규모

120개사 200부스(예정)

주

코엑스, (주)베아트리체

최

전시품목

DRINK

DESSERTS

기타

커피, 차, 과채음료,

베이커리, 쿠키, 초콜릿, 캔디,

포장재,

프리미엄 생수, 주류,

아이스크림, 케이크, 마카롱,

교육기관,

유제품 음료, 홈카페 머신, 원두,

홈베이킹 원부재료 및 기기,

미디어 등

가정용 카페 기기, 다기 등

잼·소스류

CONCURRENT PROGRAMS

확실한 현장 판매와
SNS·커뮤니티를 통한 바이럴 광고가 동시에!
2021년 단 3일 개최에 총 15,129명 방문!
▼ 2021 디디쇼 내부 인파

코엑스 푸드위크 동시개최
A, B1, C홀에서 개최되는
코엑스 푸드위크 종합식품전과의
동시개최로, 식품 분야 바이어의 유입 가능

DD University
음료 및 디저트의 기본부터
직접 만들어보기까지!
초콜릿, 마카롱, 커피브루잉
클래스 등 다양한 강의 진행

▲ 2021 디디쇼 입장 대기 인파

◀ 상품 구매 대기줄

각종 연계 세미나 진행
드링크&디저트 애호가 대상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세미나 진행
예비 창업자부터 업계 종사자까지
참여가능한 칵테일, 아이스티,
빈투바 초콜릿 등 다양한 강의 모음!

디저트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
밀레니얼과 Z세대 소비자를

PARTICIPATION GUIDELINES
부스 참가비 안내(VAT 별도)
조립부스(면적+기본형)
2,800,000원

독립부스(면적만 제공)
2,500,000원

프리미엄부스(면적+조립+목공부스) 소형부스(소규모 면적+기본형)
3,300,000원
1,800,000원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곳
2030 밀레니얼 참관객 비중 약 75%
여성 참관객 비중 76%

면적 : 3m x 3m

면적 : 3m x 3m

· 신청 마감 : ’22. 9. 30 (부스 소진 시 조기마감)
· 특별관, 규모,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하여 부스 배정

할인 혜택 안내

면적 : 3m x 3m

· 독립부스 최소 2부스 이상 신청가능
· 조립 및 프리미엄 부스 포함 사항 :
의자, 인포테이블, 전기용량, 1kw 제공

· 원칙적으로 드링크, 디저트, 식품 외 품목은 참가가
불가하며, 주최 측의 심사에 따라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금융상품 등 참가 절대 불가)

* 조기신청 할인, 특별 할인 제도 중 최대 2가지 중복 적용 가능

· 일반신청 ‘22. 9. 30까지, 선착순 마감

· 특별할인
① 연속 참가 할인 :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참가 시 부스당 10만원 할인
또는 2018, 2019, 2021 연속 참가 시 부스당 25만원 할인

* 소수 정예 기업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조기 마감 확률이 높습니다.

경험을 통해 취향을 만드는
밀레니얼 소비자를 위한 브랜드 경험의 장!

면적 : 3m x 2m

② 규모 할인 : 10부스 이상 참가 시 부스 당 25만원 할인

· 조기신청할인 ‘22. 6. 30까지

③ 소상공인 또는 사회적 기업 특별 할인 :
부스 당 10만원 할인 (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 기업 증명서 제출 필수)

부스 당 25만원 할인

부대시설 안내
전시장 내 다양한 이벤트,
재미있는 참여형 부대행사와의 시너지 효과

식·음료를 주제로
밀레니얼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전시회!

(VAT 별도)

구분

단가

세부내용

전기

주간용 80,000원/KW｜24시간 100,000원/KW
* 4일 기준 비용

주간용과 24시간용이 있으며, 단상 220V(60HZ),
삼상 380V(60HZ)로 구분

전화

국내전화 50,000원/대

별도 정산없이 시내외 전화와 국제전화로 구분

급·배수 및 압축공기

200,000원/소

전시품 작동을 위해 급·배수 및 압축공기 필요시 신청

인터넷전용선(LAN)

200,000원/port

인터넷 필요시 신청(유선)

* 이벤트 협업, 협찬 및 스폰서 프로그램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T. 02-6000-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