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CLF 2018 세션 정보

플레너리 세션 (Plenary Session) 

세션 연사 주제와 연사

기조 연설

커피 산업 내 다양성의 의미

Kellem Agnew Emanuele

국제 여성 커피 연맹 (IWCA) 대표

플레너리 세션 1

인종과 젠더 

Michelle Johnson

Chocolate Barista 창립자

플레너리 세션 2

산지와 커피가격 

Colleen Anunu

FairTrade USA 커피 유통망 디렉터

플레너리 세션 3

커피 포트폴리오 

Greg Meenahan

World Coffee Research 파트너십 디렉터

플레너리 세션 4

다이렉트 트레이드와 투명성 

Katie Carguilo

카운터컬처커피 그린빈 바이어



프로페셔널 세션 (Professional Session)

세션 연사 주제와 연사

프로페셔널 세션 1 

PRO A-E1

로스터와 바리스타의 시너지

김현섭

메쉬 커피 대표

로스터와 바리스타의 시너지

김기훈

메쉬 커피 대표

프로페셔널 세션 2

PRO A-E1

중대형 로스터리의 커피 생산 및 품질관리 노하우

유기용

알레그리아 커피 로스터스 대표 

중대형 로스터리의 커피 생산 및 품질관리 노하우

양명석

알레그리아 커피 로스터스 로스팅 팀장

세션 연사 주제와 연사

플레너리 세션 5

스포트라이트

스테이지

WBC와 WCE 대회의 변천사

Cynthia Chang Ludviksen 

월드 커피 이벤트(WCE) 매니징 디렉터



프로페셔널 세션 (Professional Session)

세션 연사 주제와 연사

프로페셔널 세션 3

PRO A-E1

공간 브랜딩, 그리고 디브랜딩(debranding)

이세현

디플랏

프로페셔널 세션 4

PRO A-E2

카페 비즈니스의 모델의 설계와 적용

전기홍

㈜크레이지 커피 그룹 대표

프로페셔널 세션 5

PRO A-E2

커머셜에서 스페셜티로, 

브라질 커피의 새로운 움직임

호세 프란시스코 페레이라

브라질스페셜티커피협회 (BSCA) 대표

프로페셔널 세션 6

PRO A-E2

다양한 변수를 통해 살펴보는 로스팅 메커니즘

현성주

곰 커피 로스터스 대표

프로페셔널 세션 7

PRO B-E1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커페시장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전략 구상

최규완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외식경영학과 교수

프로페셔널 세션 8

PRO B-E1

세계 라떼아트의 현재와 미래

엄성진

2016 WLAC 챔피언, 2017 커피페스티벌, 

2017 MLO 라떼 아트챔피언



프로페셔널 세션 (Professional Session)

세션 연사 주제와 연사

프로페셔널 세션 9

PRO B-E1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말하는 대회에 관한 모든 것

방준배

그레이 그리스트밀 바리스타

헤드 바리스타 크루를 통해 알아보는 

에스프레소 Q.C

채수휘 

프리츠 커피 양재점 팀장

프로페셔널 세션 

10

PRO B-E2

헤드 바리스타 크루를 통해 알아보는 

에스프레소 Q.C

이중엽 

이디야 커피랩 선임 바리스타

헤드 바리스타 크루를 통해 알아보는 

에스프레소 Q.C

이준명 

빈브라더스 헤드 바리스타

프로페셔널 세션 

11

PRO B-E2

한국 수질현황을 통해 본 커피와 물의 이해와 적용

현준수

(주)에이치엔 코퍼레이션 대표

프로페셔널 세션 

12

PRO B-E2

커피맛을 움직이는 브루잉 테크닉

송훈

커피스쿨101



오리진 어드벤쳐 세션 (Origin Adventure Session)

산지 발표정보

인도네시아
발표기관    

인도네시아 대사관

과테말라
발표기관    

과테말라 커피 협회 'Anacafe'



센서리 세션 (Sensory Session)

세션 연사 주제와 연사

센서리 세션 1

그린빈 거래를 위한 취신 산지 이슈 탐구

양진호

엘카페 커피 로스터스 대표

그린빈 거래를 위한 취신 산지 이슈 탐구

도재욱

모이 커피 대표

센서리 세션 2

센서리 칼리브레이션

곽승영

Retro60Coffee 대표

센서리 칼리브레이션

김동완

커피미업 대표



월드 커피 테이스팅 스테이션 (World Coffee Tasting Station)

업체

커피 파인더

주소 : 제주시 서광로 32길 20

문의 : 064-726-2689

스트레토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2길 29-1

문의 : 010-7384-1609

단골커피 로스터스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14길 61(카페)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4길 1 (로스팅 랩)

문의 : 02-8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