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 COURSE- 서울/대한민국 

$ 1,345.00 

비회원: $1345 

회원: $1100 

날짜: 2019년 11월 18일-21일 

장소: 테라로사 인재개발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36길 15  

      카프리빌딩 4층 

 

인근 호텔: 임페리얼 팔레스 부띠끄 호텔 

www.imperialpalaceboutiquehotel.com 

(호텔 위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1) 

 

ACE의 커핑 교육프로그램을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 교육은 이태원에 위치한 테라로사 인재 개

발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지도는 알렉스 폰드(Alex Pond)가 진행합니다. 지난 10년간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 일한 알렉스는 그의 고향인 오레건 주에서 2005년 바리스타로 커피를 시작하여 2009년 

바리스타 챔피언 쉽 북서부 지역 예선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스웨덴과 아이슬랜드에

서 객원 바리스타로 초대되어 활동하면서 국내외 많은 커피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012년 포틀

랜드의 Heart coffee roasters에 합류한 이래로 6년간 그곳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하며 교육파트를 

이끌면서 커피 품질 관리는 물론 생두 구매에 이끌어 왔습니다. 

 

4일간 교육 안내 

1) 스페셜티란 무엇이며 CoE커피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과 토론 

2) 커피 아로마와 맛을 인지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리 경험 제시를 통한 

그룹간의 커피 향미 평가에 대한 토의 법 숙지 

3) 정확하고 섬세한 커핑 법 소개와 커피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인지 

4) 커피에서 발견될 수 있는 흔한 디펙스 감별 

5) CoE 형식으로 진행되는 커피 점수 내기 

6) 반복적인 커핑 세션을 통한 그룹간의 토의진행 

7) 실력있는 CoE 커퍼들의 기술과 태도 소개와 방법 토론 

8) CoE 국내 심사관 선별 과정에서 사용하는 폼을 이용한 테스트 진행 

 

교육은 오전 9시에 시작해 4:30분-5시에 사이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컵 오브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이며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서

로 다른 품종 가공의 다양한 커피를 접할 수 있고 실제 CoE대회와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

다. 또한 대회에 참여하는 국내 심사관들을 선별하는 테스트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http://www.imperialpalaceboutiquehotel.com/


첫 이틀 동안은 COE 커핑 프로토콜을 익히고 커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플래버를 묘사하고 

이것을 점수화 시키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커피에 존재하는 다양

한 품질과 품종 일반적인 디펙트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각 세션은 커핑,강의,토론이 모두 포함

되며 서로 다른 산지의 커피를 종에 따라 가공법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일째는 여러 번의 커핑과 토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마지막 날인 4일에는 3회에 걸친 커핑을 통

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커핑을 진행하는 동안은 서서 할 것이며 토론은 앉아서 진행합니다. ㅍ

편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해 주시고 향수 사용은 금합니다. 점심은 제공합니다. 

 

노트북을 지참하셔도 되고 혹 여러분의 커피를 가지고 오고 싶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서로 다른 

참가자들의 커피를 맛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작시에 CoE 스푼을 나눠드릴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무사히 이수하신다면 “수료증”을 

드리고 프로그램 종료 후 3주 이내에 여러분이 치룬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CoE 대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여러분의 커핑과 감각 훈

련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경험이 심사관들의 서로 다른 경험

을 폭 넓게 공유하는데도 있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여러분들이 커피 품질 평가에 대해 정확히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의 사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소 참가 인원은 8명입니다. 여러분이 지원하시면 추후 모집 상황을 알려

드릴것입니다. 

 

교육 시작 31일 전의 취소는 100% 환불 가능합니다. 

교육 시작 30-16일 전의 취소는 50% 환불만 가능합니다. 

교육 시작 15일 이내의 취소는 환불 불가입니다. 

(단 ACE의 사정으로  취소된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 후 90일 이상이 된 경우 환불이 가능한 경우라도 추후 사용할 수 있는 ACE크레딧으로 환급

됩니다. 

 

참가자가 수업에 늦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ACE가 그들의 커핑 자료, 그룹 토론과 토의, 추후 클

래스 관련 보고서에서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