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코리아 컵테이스터스 챔피언십 규정 및 규칙
WCE 의 2018 년 WCTC 대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선수와 심사위원의 편의를 위해 번역된
규정집입니다. KCC 대회는 WCE 규정을 준수 및 적용합니다.

번역안 배포일: 2018 년 9 월 18 일
SCA 한국 챕터 대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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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GANIZATOIN 조직

월드 컵테이스터스챔피언십(WCTC)은 월드커피이벤트 (WCE)의 프로그램이다.

1.1

RIGHTS 권리

본 공식 규정 및 규정 및 대회 형식을 포함하여 월드컵테이스터스챔피언십과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은 World Coffee Events, LTD 의 자산이다. World Coffee Events, LTD 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본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사용하거나 복제 할 수 없다.

2.

CONDITIONS OF PARTICIPATION 참가 조건

2.1

PARTICIPANTS 참가자

2.1.1 NATIONAL CHAMPIONS

AND

SUBSTITUTIONS 국가대표선수 및 대체선수

국가대표선수는 해당 국가의 내셔널바디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로 정의된다. 이 선수는 그 해의
월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월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DC 정책 참조,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그 다음해로 연기하여 참가할 수 있다.
만약 국가 대표가 후보 연기(Deferred Candidacy) 등록을 할 경우, 국가 대표로서의 타이틀은
유지되며 다음 년도의 월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 대표의 후보 연기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는 경우, 내셔널 바디는 결승전 결과 2 위 선수부터 시작하여 대체 선수를 내림차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내셔널 선수(National Competitor)라는
타이틀을 받게 된다. 내셔널 선수는 월드 커피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월드 커피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커피 공동체(community)를 대표할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해의 국가 대표 타이틀을 얻지는 못한다.
만약 국가 대표가 참가 연기 승인을 얻지 못하고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하지 않음을 선택할 경우,
국가 대표 타이틀은 다음 순위의 선수에게 주어진다.
어떠한 사유로든 월드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모든 국가 대표는 반드시
info@worldcoffeeevents.org 를 통해 WCE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대체 선수(내셔널 바디 대표
선수)는 info@worldcoffeeevents.org 를 통해 내셔널 바디가 직접 요청해야 하며 대회 전에 WCE
총괄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AGE REQUIREMENT 연령 제한
월드커피이벤트(WCE)에서 인가한 모든 대회 참여 선수는 참가 당시 만 18 세 이상이어야 한다.

2.1.3 NATIONALITY 국적
선수는 자신이 대표하는 장소에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24 개월 이상의 거주, 고용
또는 학업 등록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관련 사항은 내셔널 대회 자격 취득 12 개월
이내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선수는 WCE 가 인가한 대회 별로 한 개의 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다. WCE 대회 연도는 한 해의 WCE 이벤트가 끝나고 다음 해의 WCE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으로 정의한다.

2.1.4 MULTIPLE PASSPORTS 다중 여권
여러 개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선수는 한 곳을 선택해야 하며 승인된 내셔널 대회를 통해 참가
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2.1.5 JUDGING

AND

CONFLICT

OF INTEREST

심사 및 이해 상충

선수는 WCTC 대회 시작부터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개최되는 자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WCTC
대회 (세계대회, 국가대표선발전, 지역대회)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 심사위원은 해당 연도의
WCTC 대회가 끝나기 전에 자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WCTC 대회(세계대회, 국가대표선발전,
지역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심사위원 칼리브레이션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바리스타는 그 해의 WCTC 대회가 끝나기 전에
귀속된 모든 WCTC 대회(세계대회, 국가대표선발전, 지역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WCE 는 선수,
심사위원, 운영진이 대회가 개최되기 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선언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WCE 관련 국내외 모든 행사와 월드대회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혹은 잠재적인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WCE 는 행사에서 실격 또는 박탈 및 결과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해
상충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로 info@worldcoffeeevents.org 문의할 수
있다.
선수는 내셔널 대회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하거나 공개 지지할 수 없다. 내셔널 대회 운영에
관련된 선수는 반드시 자신이 관련된 분야를 요약하여 WCE 이메일로 자신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로 인해 선수로 참여함에 있어 배제되거나 그와 비슷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2.1.6 EXPENSES 경비
내셔널 바디는 자국을 대표하여 WCTC 에 참가하는 대표 선수의 세계권 대회 기간 중 숙박비와
항공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추가 여행이나 숙박, 개인 경비, 지역 교통 수단의 이용 등 대회 외의

비용은 선수가 책임을 진다. WCTC 는 선수의 어떠한 경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선수가
이러한 경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선수 스스로 협찬이나 외부 단체를 찾을 책임이 있다.

2.2

ENFORCEMENT OF RULES AND REGULATIONS 규칙 및 규정의 집행

WCE 는 대회에서 본 문서의 규칙과 규정을 채택한다. 특정 시행 또는 결과를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가 이러한 규칙 및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 자동으로 대회에서 실격
될 수 있다. 심사위원 또는 대회 운영진이 규칙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 선수는 "선수 항의
및 항소" 부문에 설명 된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2.3

APPLICATION 접수 신청

2.3.1 COMPETITOR REGISTRATION FORM 선수 등록 양식
참가 선수는 WCTC 대회 6 주 전에 온라인 http://www.worldcuptasters.org 으로 WCTC
Competitor Registration Form 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양식과 함께 유효 여권 혹은 (2.1.3.
"국적"에서의 설명) 기타 허용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의 사본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통과된 국가대표 선수는 관련 서류를 등록한 후 약 2 주 후에 접수 승인을 이메일로 받는다.

2.3.2 FINAL DATE

TO

APPLY 지원 마감일

참가 선수는 WCTC 개최 6 주 전에 온라인 등록 양식과 유효한 여권 또는 법적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대표선발전이 WCTC 대회 시작일로부터 6 주 이내에 개최되는 경우, 국가대표선발전이
종료된 후 5 일 이내 등록 양식과 여권/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WCTC 대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2.4

COMPETITOR QUESTIONS 선수 질의

모든 선수는 최신 WCTC 규칙 및 규정 그리고 평가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WCTC 규칙 및 규정 그리고 평가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수에 대한 예외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WCTC 자료는 WCTC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질문이 있는 경우
info@worldcoffeeevents.org 로 문의할 수 있다. 참가 선수는 WCTC 도착 전 질문을 할 것을
권장한다. 참가 선수는 또한 대회가 시작되기 전 진행되는 공식 선수 미팅 자리에서 질문을 할
기회를 가진다.

2.5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조건

WCTC 등록 양식을 제출할 때 참가 선수는 다음의 계약 조건을 이해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이
계약 조건에는 WCTC 우승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적인 요구사항과 책임이 포함된다.
1) 월드컵테이스터스챔피언십(WCTC) 우승자는 월드커피이벤트(WCE),
스페셜티커피협회(SCA)를 대표한다.

i) WCTC 에 참여함으로써 우승 기회와 함께 참가 선수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ii) WCTC, WCE, SCA 홍보를 위해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어떠한 형태로 참가 선수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iii) 위 일반 조항에는 제한이 없으며, 조항과 관련된 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사진, 영상, 인쇄물, 인터넷 또는 모든 형태의 전자미디어
2) 조건 이행 시 WCTC, WCE, SCA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각 참가 선수는 WCTC 및 WCE 웹사이트에 있는 선수 행동 규범(Competitor Code of
Conduct) 문서를 반드시 읽고 준수해야 한다.
4) WCTC 수상자는 WCAC 및 WCE 웹사이트에 있는 챔피언 행동 규범(Champion Code of
Conduct )을 읽고 준수해야 한다.

3.

COMPETITION 대회

3.1

COMPEITOR REGISTRATION FORM 선수 등록 양식

참가 선수는 http://www.worldcoffeeingoodspirits.org 에서 온라인으로 WCTC 선수 등록 양식
작성을 완료하고 WCTC 이벤트 최소 6 주 전에 WCE 이벤트 운영자에게 자신이 대표하는 곳의
2 개월 이상의 고용 또는 학업과정 또는 유효한 여권의 스캔 복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승인된 모든 내셔널 챔피언은 온라인 등록 및 유효한 여권 또는 법적 서류를 보낸 메일을 통해
2 주 이내에 확인 메일을 받게 된다.

3.2

LAST DATE TO APPLY 신청 마감 기한

참가 선수는 온라인 참가 등록 양식과 유효한 여권 또는 법적 문서를 WCIGS 대회 개최 6 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내셔널 대회가 WCTC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 6 주 이내에 개최되는 경우,
내셔널 챔피언은 내셔널 대회 종료 5 일 이내에 등록 양식과 여권/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WCTC 대회 참가에 배제될 수 있다.

4.

COMPETITOR QUESTIONS 참가 선수 질문

모든 참가 선수는 최신의 WCTC 규정 및 규칙과 평가표(scoresheets)를 숙지할 책임이 있다.
WCTC 규정 및 규칙 또는 평가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수용되지 않는다. 모든 WCTC 문서는 WCTC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질문은
info@worldcoffeeevents.org 를 통해 할 수 있다. 참가 선수는 WCTC 에 참가하기 전에 질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참가 선수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 개최되는 공식 선수 오리엔테이션에서
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

5.

ENFORCEMENT OF RULES & REGULATIONS 규정 및 규칙의 실행

WCE 는 대회 기간 내내 해당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한다. 선수가 이러한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할 경우, 규정에 특정한 집행 또는 위반의 결과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자동으로 실격될

수 있다. 만일 심사위원이나 대회 운영자가 이러한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할 경우, 참가
선수는 "선수 항의 및 항소"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6.

THE COMPETITION 대회

대회는 여러 개의 트라이앵귤레이션 테스트로 구성된다. 각각의 트라잉앵귤레이션 테스트에는 세
컵의 커피가 셋업되는데, 그 중 두 컵은 동일하고, 하나가 다르다. 이 대회의 목적은 선수가
자신의 미각과 후각을 이용하여 세 개의 컵 중에서 다른 한 컵을 식별하는 데 있다. 선수는 품질,
프로세스, 원산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구별되는 다른 커피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 받는다.
대회 중 각 선수에게 8 세트의 트라잉앵귤레이션 테스트가 주어진다. 8 개 세트에 선별된 커피는
모든 선수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8 세트에서 가장 많은 "다른" 컵을 식별하는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다. 동점일 경우(예: 둘 이상의 선수가 정확히 식별한 트라이앵귤레이션의 수가 최고
개수로 동일한 경우) 가장 짧은 시간에 완료한 선수가 우승한다.
A. 모든 커피는 대회 14 일 안에 로스팅 되어야 한다. 커피는 동일한 수치(아그트론 55 와
70 사이)로 미디엄 로스트 되어야 하며 동일하게 분쇄되어야 한다.
B. 커피는 대회 품질 규격에 맞는 표준 1.8 리터의 필터 브루어에 준비되어야 한다. 추출
온도는 섭씨 92-96 도 사이여야 한다. 추출 주기는 4-6 분이어야 하며, 최종 추출된
커피의 온도는 섭씨 80-85 도 사이여야 하며 적절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커피는 물
1 리터당 60 그램의 커피의 비율로 준비한다. 커피 추출시 불순물이 없는 품질이 좋은
표준 수돗물을 사용해야 한다. WCE 이벤트 주최자는 수돗물 대신 여과기 또는
정제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한다.
C.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위한 컵은 125-250ml (4.25-8.5 oz) 사이여야 한다. 각 컵에 들어
있는 커피의 양은 75-150ml (2.5-5.0 oz) 사이여야 한다.
D. 각 나라의 선발전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E.

각 선수 앞에 동시에 8 세트의 삼각형 형태(트라이앵귤레이션)로 컵을 배치한다.
세트는 동일해야 하지만 각 선수에 대해 같은 순서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

F.

타임키퍼는 선수가 트라이앵귤레이션 테스트를 시작하는 시점에 타임을 시작한다. 각
세트 내 모든 선수는 동시에 시작한다. 모든 선수가 테이블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자신의 경기가 끝났음을 표시하거나 8 분이 지난 경우 라운드는 종료된다. 타임키퍼는
시간의 절반이 경과했을 때와 그 후 매 분마다 시간을 알린다.

G. 각 선수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테이블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H. 선수는 다른 한 컵을 결정하기 위해 3 개의 컵 중 적어도 2 개를 맛보아야 한다.
I.

선수는 트라이앵귤레이션에 있는 두 개의 컵들과 구분하기 위해 다른 한 컵을 들어
최종적으로 구분되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J.

우승자는 가장 많은 수를 정확하게 식별한 선수가 차지하게 된다. 동점일 경우,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경기를 완료한 선수가 우승자로 선언된다.

K. 어느 때에도 선수는 백 스테이지나 커피 준비 구역에 접근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위반한 선수는 이벤트 주최자의 재량에 따라 실격될 수 있다.
L.

선수는 제공된 경우 공식 스폰서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스폰서 공급품에는 컵
및/또는 물 용기(식수용)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M. 선수는 커핑을 위한 스푼을 직접 준비해야 한다. 선수는 WCE 가 제공하는 스폰서
용품이 없는 경우에만 자신의 물 용기 및/또는 물컵(개당 1 개씩, 1L 이하)을 가지고
올 수 있다.
a.

경기 테이블에는 선수의 물 용기만 놓을 수 있다.

b. 선수 스핏용 컵(뱉는 용도)은 선수가 직접 들고 있어야 한다. 선수가 자신의
스핏용 컵 안에 있는 내용물을 버려야 할 경우 자신의 테이블 아래에 놓인
버킷(통)을 사용한다.
c.

선수가 로고가 표시된 스핏용 컵과 물 용기를 가지고 온 경우, 경기 전에 WCE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COMPETITION PROCEDURE 대회 절차
A. 대회장은 1, 2, 3, 4 번으로 된 네 개의 경기 테이블이 있는 무대로 구성된다.
B. 경기는 예선, 준결승(8 명), 그리고 결승(4 명) 등 3 개 경기 라운드로 구성되며, 상위
득점 선수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이벤트 주최자의 재량에 따라 예선과 준결승
사이에 본선이 포함될 수 있다.
C. WCTC 는 하루에 둘 이상의 경기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예: 본선, 준결선, 결선은 모두
같은 날에 개최될 수 있다).
D. 각 라운드에서 얻은 점수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지 않는다.
E.

각 선수는 8 분 동안 8 세트의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진행한다.

F.

세 개의 컵 중 다른 한 컵을 선택하면, 테이블 앞에 구분되는 자리에 밀어 두어야
한다. 만약 선수가 테이블에서 컵을 드는 경우는 최종 결정으로 간주되며 별도로
구분되는 박스에 이동시켜야 한다. 컵이 구분선을 벗어난 경우 다시 제자리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G. 대회 순서는 각 라운드마다 무작위로 추첨한다.
H. 준결승이 끝나면 결승 진출자가 발표되고 모든 선수들은 결과를 알게 된다. 이 때
모든 선수의 참석이 요구된다.
I.

8.

최종 라운드 후, 결승 진출자들의 순위대로 간단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COMPETITOR INSTRUCTIONS PRIOR TO COMPETITION TIME 대회

시작 전 대회 안내
8.1

COMPETITORS ORIENTATION MEETING 선수 오리엔테이션 미팅

WCTC 가 열리기 전, 선수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모든 선수에게 의무적이다.
이 자리에서 WCTC 스테이지 관리자는 대회 흐름과 일정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선수가 WCTC
이벤트 매니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8.2

BE ON TIME 정시 도착

선수는 경기 최소 30 분 전에 스테이지 구역에 있어야 한다. 경기 시작 시 현장에 없는 선수는
실격될 수 있다.

9.

COMPETITION TIME 대회 시간

9.1

INTRODUCTION BY THE MASTER OF CEREMONIES 행사 진행자의 소개

8 분 간의 경기와 트라이앵귤레이션 세트가 준비되기 전, 행사 진행자는 참가 선수를 소개한다.

9.2

INTERPRETER 통역

선수는 자신의 통역을 데려올 수 있다. 선수에게 말할 때 통역사는 MD 가 말한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선수가 말을 할 때 통역사는 선수가 말한 것을 정확하게 번역해야 한다.

9.3

PRIOR TO COMPETITION TIME 대회 시작 전

모든 선수는 경기 테이블에서 최소 1m 뒤에 서야 하며,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테이블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9.4

BEGIN COMPETITION TIME 대회 시작

대회 진행자는 선수에게 선수가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볼 것이다. 지정된 타임키퍼는 행사
진행자가 시작을 외침과 동시에 즉시 스톱워치를 시작한다. 8 분 경기 시간 동안 경과하는 시간의
추적은 선수에게 책임이 있다. 단, 언제라도 시간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 타임키퍼는
선수에게 8 분 동안 4 분, 3 분, 2 분, 1 분, 30 초에 시간을 알린다. 타임키퍼는 선수의 요청이 있을
시, 시간을 알려야 한다.

9.5

END COMPETITION TIME 대회 종료

선수가 손을 들어 "타임"을 외치면 경기 시간은 중단된다. 선수는 공식 타임키퍼와 헤드
심사위원에게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야 한다. 경기의 최대 시간은 8 분이다.

10.

SCORE KEEPING 점수 기록

10.1

WCTC OFFICIAL SCOREKEEPING WCTC 공식 점수기록

WCTC 공식 점수관리자는 모든 점수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점수는 무대의 화이트보드나 라이브
스크린에 기록된다.

10.2

TIED SCORES 동점

트라이앵귤레이션의 정확성이 동일한 동점자 발생 시, 가장 짧은 시간에 완료한 선수가 우승자로
선언된다. 2 명 이상의 선수가 같은 시간 내에 동점을 획득한 경우, 해당 선수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10.3

SCORECARD 점수 기록

WCTC 의 기록 점수는 화이트보드 또는 스테이지의 라이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COMPETITOR PROTEST AND APPEALS 선수의 항의 및 항소

11.1

COMPETITOR RELATED ISSUES 선수 관련 문제

11.1.1 PROTEST 항의
선수가 경기 중 WCTC 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항의가 있는 경우, 선수는 WCE 이벤트 운영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이벤트 운영자는 이러한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이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WCTC 이벤트 운영자가 문제 및/또는 항의가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 이벤트
운영자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부서 담당자 또는 단체로 연락할 것이다. WCE 이벤트
매니저 및 WCE 대회 운영 위원회의 현장 담당 대표와 함께 선수의 문제제기 및/또는 항의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에서 결정할 것이다. WCTC 이벤트 운영자는 결정 사항을 선수에게 통보할
것이다.

11.1.2 APPEAL 항소
선수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불만사항이 있거나 현장에서 내려진 결과에 항소하려는 경우,
이벤트 운영자는 선수에게 WCE 대회 운영 위원회에 서면으로 공식 불만 및/또는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WCE 대회 운영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불만 및/또는 항소 서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수 이름
2) 날짜

3) 불만 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진술
4) 관련 날짜 및 시간 (해당되는 경우)
5) 선수의 의견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제안
6) 선수 소속
7) 선수 연락처 정보
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불만 및/또는 항소 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수는 불쾌한 사건 또는
결정 후 24 시간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 불만 및/또는 항소 서한을 WCE 이벤트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1.1.3 APPEALS R EVIEWED

BY THE

WCE ADVISORY BOARD WCE 이사회의 항소 검토

WCE 이사회는 접수 후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불만 사항 및 항소를 검토할 것이다. WCE
대회 운영 위원회 의장은 이메일을 통해 선수에게 서면으로 최종 결정을 알릴 것이다.

12.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 정보

물과 커피의 비율, 장비, 커피 및 기타 컵테이스터스 대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info@worldcoffeeevents.org 로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