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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연설

글로벌 커피 시장의 이슈와 트렌드

Roberio Oliveira Silva 

국제 커피기구 (IOC)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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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커피시장

일본 커피 시장의 흐름

커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비자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Hidetaka Hayashi 

하야시 커피 인스티튜드 회장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국의 커피 시장 최근 흐름과 향후 전망

Dr.Soetanto Abdoellah Soeparto

하야시 커피 인스티튜드 회장

최근 중국 스페셜티 커피 시장과 커피 교육 현황

Fang Bai

중국 베이징 커피 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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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커피

시장과 스페셜티 

커피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현황

David Veal

유럽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E)회장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현황

Ellie Hudson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A) 직업 개발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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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시장의 변화

커피소비시장의 변화와 대체품의 등장

Chris Ryan

프레시 컵 매거진 에디터

커피와 건강의 과학적 관계와 현황

Dr. Daniel steffen

A-D 정책연구원 원장

패널 토의 : 커피시장의 변화 그 다음은?

좌장 : David Veal (유럽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E)회장)

패널리스트 : Hidetaka Hayashi, Dr. Soetanto Abdoellah 

Soeparto, Ellie Hudson, Chris Ryan, Dr.Daniel Ste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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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녹병

커피 녹병이 온두라스에 끼친 영향 및

이를 극복하기위한 경영 전략

Napoleón Matute

온두라스 라스 라구나스 연구센터 경영자 

콜롬비아의 커피 녹병 현황과

커피 녹병에 저항하기 위한 연구와 성과

Santiago Pardo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회 아시아 총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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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가격과

마케팅 전략

커피 가격과 시장의 균형성, 변동성 추이

Prof. Christopher L. Gilbert

트렌토 대학 계량 경제학 교수

특별한 커피를 만들기 위한 스토리와 레시피

Geoff Watts

인텔리젠시아 커피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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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커피 관계 모델: 원산지의 영향

David Piza

Sustainable Harvest 커피 협력 파트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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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과

공정무역

공급망 강화에 따른 파트너십 관계 구축

Mario Arroyo Uder

카페 드 코스타리카 프로모션 디렉터

지속가능성을 찾아서

Juliette Caulkins

UTZ Certified 디렉터

공정무역 커피 거래시스템 및 파트너십의 효과

Sugumar Raman

FLO-CERT GmbH 운영 디렉터

패널 토의 : 커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좌장 : Sarah Allen (바리스타 매거진 공동 창립자, 에디터

패널리스트 : Santiago Padro, Prof. Christopher L. Gilbert, 

Geoff Wahtts, David Piza, Mario Arroyo Uder, Juliette 

Caulkins, Sugunar R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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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잉

브루잉의 보다 깊은 이해

Bailey Manson

인텔리젠시아 커피 교육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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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기까지

Pete Licata

2013 월드 바리스타 챔피어



월드 커피 어드벤쳐 세션 (World Coffee Adventure Session)

산지 발표정보

코스타리카

발표기관    카페 드 코스타리카
주 제    코스타리카의 8개 산지에서 찾아오 특별한 커피
연 사    마리오 아로요 우데르 프로모션 디렉터

콜롬비아

발표기관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회
주 제    콜롬비아 커피의 한국시장 진출
연 사    산티아고 파르도 아시아 총괄 이사

브라질

발표기관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 협회(BSCA)
주 제    브라질 커피의 다양성
연 사    엔리케 슬로퍼 데 아라호 회장

인도

발표기관    인도 커피 협회
주 제    인도의 다양한 커피
연 사    자웨이드 아크타르 회장

부룬디

발표기관    인터카페
주 제    부룬디 스페셜티 커피 동향
연 사    프랑소와 느쿠룬지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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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보카

Menno Sinons

사장

비즈니스 세션 2

클래치 커피

Mike Perry

대표, 로스트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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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드 코스타리카

Mario Arroyo Uder

프로모션 디렉터

월드 커피 유스 리더십 포럼 (World Coffee Youth Leadership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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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커피 유스

리더십 포럼 1

커피 그리고 꿈

김광선

엔제리너스 월드 그랑프리 바리스타 챔피언십 운영위원장

월드 커피 유스

리더십 포럼 2

커핑(Cupping), 그리고 커퍼(Cupper)

송인영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교육 전문가

월드 커피 유스

리더십 포럼 3

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다 - 

2011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이 되기까지

이세나

던킨도너츠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