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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요강] 
 

명칭 2018국제팀바리스타대회(International Team Barista Championship; ITBC) 

일시  2018년 3월 1일(목)~4일(일) 

장소 제주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이벤트홀 

주최 국제팀바리스타대회(ITBC) 조직위원회 

주관 숨비페어스/월간 커피앤티 

후원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주컨벤션뷰로/제주지역사업평가단 

 JIBS제주방송/대한항공 

협찬 두리트레이딩/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국제팀바리스타대회(ITBC)”는? 

 

국제팀바리스타대회(International Team Barista Championship; ITBC)는 바리스타들의 

팀워크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바리스타들의 교류협력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즐겁고 

유쾌한 진행, 재미있고 감동적인 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커피산업과 카페문화의 

사회문화적 확산을 추구하고자 개최되는 2인1조 방식의 팀바리스타대회이다. 

 

대회 자체뿐만 아니라 제주의 관광인프라와 카페문화를 접목, 세계 커피인들에게 멋진 

경험과 추억을 선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K-CAFÉ 모델을 개발하며, 나아가 제주를 필두로 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최목적] 

1인대회 형식을 지양하고 2인1조 팀대회를 채택함으로써 바리스타들의 팀워크 향상 

바리스타 스킬과 자부심 고취, 국내외 커피인들에게 교류협력과 친목의 기회 제공 

유쾌하고 감동적인 스토리(콘텐츠) 발굴과 온라인 유통을 통해 그 문화적 확산 도모 

카페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사회문화, 경제적 부가가치 확대 

 

[대회부문] 

개인부문 : 성별, 연령, 경력에 관계없이 다양한 조합의 팀이 참가하는 개인팀대회 

  예) 부부팀, 연인팀, 부자(녀)팀, 모자(녀)팀, 형제자매팀, 친구팀, 선후배팀… 

 

단체부문 : 기관이나 단체가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출전하는 단체전 

  예) 교육기관(학원 포함), 장애인기관, 체인점, 개인카페, 관련업체… 

*단, 2018년 제1회 대회의 경우 개인과 단체 구분 없이 함께 치름. 

 

[평가방법] 

1) 2명의 테크니컬심사워원과 4명의 센서리심사위원, 2명의 스토리심사위원 등 총 8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 선정 

2) 이와 별도로 퍼포먼스 1팀, 페어플레이 1팀, 포토제닉 1팀을 선정, 특별상(상패) 수여  

3) 심사위원은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한 안목을 고려해 업계 6명, 외부 2명 등 8명 위촉 

4) 심사규정은 일반 바리스타대회의 룰을 차용하되, 바리스타의 스킬과 숙련도 20%, 

향미정도 40%, 재미와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링 40% 등으로 평가하고 채점함으로써 

시연자와 심사위원, 관람객이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 

5) 기타 자세한 심사항목과 평가방법은 [2018 ITBC심사규정] 참조. 



대회장 설치와 운영 

 

1) 대회장은 제주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이벤트홀에 설치하며, 2일간 대회를 진행한다. 

2) 대회장에는 각각 시연테이블과 보조테이블, 연결테이블, 심사테이블을 3세트 설치하며,  

준비>시연>정리를 순차적, 유기적으로 연결, 다이나믹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3) 각 시연테이블에는 공식커피머신(관련설비 및 용품 포함), 공식그라인더, 

블렌더, 온수기, 테이블냉장고, 관련기물세트 등을 기본으로 설치한다. 

4) 지정종목의 경우 세팅되어 있는 공식커피와 기물민을 사용하여 시연하고, 선택종목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준비한 커피와 기물(공식기물 포함)을 사용해서 시연한다. 

5) 준비를 거쳐 시연이 끝난 테이블 정리는 시연자가, 청소는 스텝이 각각 담당한다. 

6) 주최측에서는 지정커피 1종 외 현찬물품을 연결테이블에 세팅, 홍보효과를 추구한다. 

 

 

시연과 심사 

 

1) 시연을 위한 준비시간과 실제 시연시간은 각각 15분이며, 시연시간을 초과할 경우 

10초 단위로 5점씩 총점에서 감점하고, 1분이 넘으면 실격으로 처리한다. 

2) 참가선수는 공식커피와 공식기물(머신/그라인더 외)을 이용한 지정메뉴(카페라떼 또는 

카푸치노) 4잔, 자신이 선택해서 가져온 커피와 기물(지정커피와 머신/그라인더 외 

포함)를 이용해서 만드는 선택메뉴 4잔 등 총 8잔을 각각의 심사위원에게 제공한다. 

3) 심사위원은 자신에게 서브된 커피만을 심사하며, 심사는 3분 내에 이뤄져야 한다. 

4) 참가선수 1명은 메뉴제조를, 다른 1명은 스토리텔링을 맡되, 역할교대도 가능하다. 

5) 스토리는 커피에 대한 간략한 설명, 감동적인 이야기나 경험담, 에피소드로 구성한다. 

 

 

시상품 및 특전 

 

1) 국제팀바리스타대회(ITBC)는 팀워크 방식의 다이내믹한 진행과 재미와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링에 주목함으로써 시연자와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축제마당을 지향한다. 

2) 참가팀이 시연을 통해 제시한 모든 스토리와 레시피는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며, 

주최측은 사전동의 없이 그 내용을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3) 수상자에게 제공하는 시상품과 별도로 참가선수와 심사위원에게 제주카페투어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 간의 친목과 교류를 촉진하는 동시에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카페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공유하는 계기로 삼는다. 



[시상내역] 

금상(1등/1팀) : 상금 200만원, 상패, 부상 

은상(2등/1팀) : 상금 100만원, 상패, 부상 

동상(3등/1팀) : 상금 50만원, 상패 부상 

퍼포먼스상(1팀) : 이색적이거나 재미있는 시연을 펼친 팀 선정, 상패/부상 수여 

오베이션상(1팀) : 관람객의 박수와 호응을 많이 받은 팀 선정, 상패/부상 수여 

포토제닉상(1팀) : 팀의 짜임새가 좋고 복장이 우수한 팀 선정, 상패/부상 수여 

 

[특전] 

*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앞치마, 모자, 티 등 예정)과 대회 참가증 제공 

* JIBS, 커피앤티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감동스토리 소개  

* 제주 외 국내외 미디어의 취재와 기사화를 통해 개인/단체의 홍보효과 극대화 추구  

* 관련협회 가입과 초청, 리셉션, 세미나 등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와 인맥형성 기회 제공 

* 참가선수(국외)/심사위원 전원 3박 4일(3.1~3일) 숙소(2인 1실 기준, 조식 포함) 제공 

* 참가선수/심사위원 전원 제주카페문화투어(1일) 참여기회 제공 

 

 

대회일정 

 

3/1 (목)  14:00~19:00  참가선수 등록,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연습  *16팀(예정) 

          *대회규정 숙지, 지정 원두커피 분석 및 머신 체험기회 제공 

          *대회 시뮬레이션, 심사위원 워크숍과 캘리브레이션 동시 실시 

 

3/2 (금)  10:00~17:00  오프닝 및 본선대회  *16팀(예정) 

          *파이널(결선) 진출자 6팀 선정 발표  

 

3/3 (토)  13:00~16:00  결선대회(순위결정전)  *6팀 

          *금/은/동상 각 1팀 및 특별상 3팀 선정 

*시상식(16:00~17:00) 

* 10:00~12:00 : 유명 바리스타 초청시연회/토크타임 개최 

 

3/4 (일)  09:00~18:00  제주카페문화투어 *40명(예정) 

          * 선택사항이며, 교통편, 중식, 가이드를 주최측에서 제공함 

          * 자세한 투어 프로그램은 별도 공지 

 



참가조건 

 

1) 성별이나 연령, 국적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팀(2인1조)을 구성하여 

참가해야 한다. 

2) 국가대항전 성격의 대회가 아니므로 하나의 국가에서 2개 이상의 팀이 참가할 수도 

있으며, 서로 국적이 다른 선수도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다. 

3)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참가희망자는 해당 국가의 유효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24개월 이상의 체류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거주, 취업 또는 입학등록 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4) 다수의 여권을 가진 참가자는 1개의 국가를 선택해서 출전해야 한다. 

5) 해외 참가자의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숙박과 대회당일 교통,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6) 해외 참가자는 대회 7일 전까지 스토리 내용을 주최측에게 전달해야 한다.. 

 

 

참가방법 

 

1) 참가희망자는 제주카페스타 공식 공식홈페이지(www.jejucafeshow.com) 에서 

온라인 참가신청 양식 작성 

 

2) 참가신청서 이메일(sumbifairs@naver.com) 접수 

 *참가신청 마감 : 2018년 2월 9일 24:00 *선착접수순 마감 

 

3) 참가비 무통장 입금(국내 개인/단체 팀당 10만원, 해외팀은 무료) 

 *입금계좌 : 농협 351-0910-5123-43  ㈜숨비페어스 

 

* 해외 참가희망자는 본선대회(3월 1일) 4주 전까지 유효여권 사본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이메일(sumbifairs@naver.com)로 제출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ITBC조직위원회로 문의하세요. *이메일로만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03 (도남동, 2F) 

TEL : 064)-711-1002  FAX : 064-713-5006 

E-mail : sumbifairs@naver.com 

 

https://search.naver.com/p/cr/rd?m=1&px=355&py=268&sx=355&sy=268&p=TBulVwpVuEwssvfbwiKssssssa8-390187&q=%C1%A6%C1%D6%C4%AB%C6%E4%BD%BA%C5%B8&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2ie2JRvBx9Sh6FtWiRywqw==&time=1513136327384&a=pwl_nop.url&r=2&i=nad-a001-01-000000020984877&d=http%3A//www.jejucafeshow.com&u=https%3A//adcr.naver.com/adcr%3Fx%3Du5ymRbSUWDsx6c4F9kvlCv///w%3D%3DkVlKeukEFQgQJd0I6jJUmroIUVb6wc6/pRJh0fu47lXHE8WXaTpX8pgKD/G0GJ4hASNAoCERdVr2TrM/xsi2ybO0J1/qWaT9WKIpjtbCJ5ZcxdMxRGk0NA85x%2B1BopmCbxJsi%2BnukJIndAgEUmBaR7bTkR2rT1MuV81RshDBNufADhEoDH7pSUxdmZxAwZ39NMSf0slOC9TUbKZ03LobM2fVq4pmcaC//RQTfCKewn1juG8F1vPjTvNJl/ufJ9rwyUvdFKGge8DzePVujyPdeuROO585FUIQrSbwTInpklRV8fMqcec/BOhSLqrem7B5xamHqHYsdi3%2B2XeW4CvH08/s1EBKS4HkngVIBWE%2BunomHkr3%2BWSyElJZw%2BrYYw1vA%2BN8UyMggvhtbwt8dHfCMpvRHjz7a1RJtKPFaF6u75zRE/5ppR76PdIZRgNi49ulPrgJdbDxzsRfi516sAzUzYz3ZAmpoJZOUMIDOcbQGzFvVE2vXS0epTaf4KpjqaJqUdlkSD5x9RPqXfB1bTmuaQw%2BRCbjEtY2/k1iQ16Wvf7E%3D%26p%3D1&cr=1
mailto:sumbifairs@naver.com
mailto:sumbifa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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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규정] 
 

 

[개최목적] 

국제팀바리스타대회(International Team Barista Championship; ITBC)는 바리스타들의 

팀워크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바리스타들의 교류협력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즐겁고 

유쾌한 진행, 재미있고 감동적인 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커피산업과 카페문화의 

사회문화적 확산을 추구하고자 개최되는 2인1조 방식의 팀바리스타대회이다. 

 

[참가자격 및 기본규칙] 

1. 참가자격은 대학/전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현직 바리스타 및 커피마니아 등으로 

하며, 성별이나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 출전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규칙(오전/ 오후)에 따라 대회 30분 전에 대회장에 

도착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서 도착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3. 무단으로 대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다음 대회 참가를 금지한다.  

4. 개인사정으로 대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대회 3주 전까지 조직위원회로 알려야 한다.  

5.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심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정하고 재공지한다.  

6. 시상식 이후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점 및 기본벌칙]  

1. 대회 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분 단위로 10점씩 

총점에서 감점하고, 시작시간 이후에 도착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2. 시연시간(15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초 단위로 5점씩 총점에서 감점하고, 1분을 넘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3. 시연 중 장비를 심하게 파손해서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4. 본인이 준비해 온 기물의 고장으로 인한 시연지연이나 불가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5. 시연 중 불가피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경우에는 다음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6. 대회와 상관없는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특정 브랜드 홍보에 치중하는 경우에는 시연 

후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실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그 외 각종 사항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팀 구성과 역할] 

1. 각 팀은 바리스타 1명, 스토리텔러 1명 등 2명으로 구성한다. 

2. 바리스타는 지정/선택 커피메뉴를 만들고, 스토리텔러는 이야기(설명)를 담당한다. 

3. 바리스타와 스토리텔러의 역할은 교대해도 무방하며, 팀의 구성방식은 각자의 판단에 

따른다. (예 : 가족팀, 동료팀, 부부팀, 연인팀, 친구팀, 선후배팀, 국제팀…) 

4. 각 팀은 팀명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며, 기발하고 재치 있는 팀명의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 심사팀장 1명, 테크니컬심사위원 2명, 센서리심사위원 

4명, 스토리심사위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장과 심사팀장은 대회경험이 풍부한 경험자를 엄선해 위촉하고, 심사위원은 

업계 6명, 외부인사 2명 등으로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 

3. 제1회 대회의 심사위원회는 대회 조직위원회 추천과 초청방식으로 구성한다. 

4. 심사위원장은 대회 전체의 진행을 관장하고 조정하며, 심사팀장은 심사위원을 

보조하는 동시에 시간관리와 점수관리 역할을 겸한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사팀장은 심사위원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모든 분야(시간/준비/채점)에 대한 심사교육(워크숍)을 거쳐야 하며, 교육은 

심사위원장과 심사팀장이 담당한다. 

6. 워크숍과 심사 시에는 향수나 자극적인 향이 포함된 화장품류를 사용을 자제한다.   

7. 심사위원은 대회와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8. 심사위원은 심사 중 출전자와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한다. 

9. 채점표는 타인이나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평가항목] 

1. 테크니컬 심사위원(1)은 출전자의 준비성(위생상태), 진행상태를 평가한다.  (10%) 

2. 테크니컬 심사위원(2)는 팀원간의 호흡과 숙련도, 뒷처리상태를 평가한다.  (10%) 

3. 센서리심사위원 4명은 메뉴의 비주얼과 향미의 정도, 완성도를 평가한다.  (40%) 

4. 스토리심사위원 2명은 스토리텔링의 구성과 재미, 감동 정도를 평가한다.  (40%) 

 

[평가방법] 

1. 대회의 심사는 1팀(2명)씩 1회의 심사를 통해 채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상한다.  

2. 2명의 테크니컬 심사위원과 4명의 센서리 심사위원, 심사팀장이 각각의 분야별로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3. 심사위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잔만을 평가하며, 서브 후 3분 이내에 채점을 완료한다.. 

4.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토리>맛>완성도 순으로 점수가 높은 팀을 선발한다. 

 

[시간관리] 

1. 심사와 대회의 시간관리(타임키퍼)는 심사팀장이 담당한다.  

2. 타임키퍼는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시간을 기록하고 체크함으로써 시연자가 공정한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점수관리] 

1. 점수관리는 심사팀장이 담당하며, 심사위원이 평가한 팀별 점수관리를 책임진다. 

2. 심사위원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재계산을 요구할 수 있다. 

 

[촬영관리] 

1. 대회 기록과 홍보를 위해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촬영하고 이를 활용할 권리를 지닌다. 

2. 공식촬영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구별되며, 촬영물에 관한 권한은 주최자에게 있다.  

 

 



[시상] 

1. 개인과 단체부문에 대한 구분 없이 본선대회(1일)와 결선대회(1일)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2. 참가선수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퍼포먼스상 1팀, 오베이션상 1팀, 포토제닉상 1팀 등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한다. 특별상 수상자는 결선대회 진출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 본선대회 참가팀 중에서 선정하고 시상한다. 

3. 시상은 결선대회 종료 직후에 실시하며, 시상품은 [대회요강]에 준한다. 

 

[대회장 구성] 

1. 대회장은 좌우 백보드와 중앙스크린, 시연테이블, 관람석, 영상장비 등으로 구성한다. 

2. 시연테이블은 모두 3세트가 설치되며, 시연테이블(1500X800X800), 

연결테이블(800X800X800), 보조테이블(1500X800X800)을 ‘ㄱ’자 형태로 배치한다. 

3. 시연테이블에는 공식커피머신 2그룹 1대(1그룹일 경우 2대)와 공식그라인더 

2대(지정커피/에스프레소용 1대+선택커피/드립용 1대), 블렌더 1대, 온수기 1대, 

테이블냉장고(냉장/냉동 겸용) 1대 외 탬퍼, 탬핑받침, 너클박스, 카푸치노잔, 스팀피처, 

쓰레기통 등 관련 기물세트, 업소용 테이블냉장고(냉장/냉동 겸용) 1대가 각각 

설치된다. 보조테이블은 참가팀의 기물세팅과 메뉴제조용으로, 연결테이블은 협찬제품 

홍보용으로 각각 활용한다. 

4. 심사테이블(1600X800X1000)은 시연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각각 설치한다. 

5. 테이블 배치형태는 다음 예시와 같으며, 여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시연규정] 

 

1. 시연순서 및 시간 

1) 경연은 준비>시연(지정커피부문/선택커피부문)>정리 순으로 진행한다. 

2) 팀별 준비시간과 경연시간은 각각 15분이며, 3개 테이블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3) 1번 팀이 준비를 마치고 시연에 들어가는 동시에 다음 테이블에서는 2번 팀의 

준비가 자동으로 시작되며, 2번 팀이 시연에 들어가고 그 다음 테이블에서 3번 팀이 

준비에 들어가면 1번 테이블 청소와 정리가 이뤄진다. 

4) 준비와 시연, 정리는 연속으로 이뤄지며, 청소는 3명의 스텝이 맡는다. 

 

2. 역할분담 

1) 참가팀원 중 1명은 바리스타 역할을, 다른 1명은 스토리텔러 역할을 맡는다. 

2) 바리스타가 메뉴를 만들고 서빙하는 동안 스토리텔러는 사용원두와 기물의 특징, 

추구하는 향미, 음용법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감동과 재미를 주는 

이야기(예: 히스토리와 에피소드, 커피를 통한 치유와 힐링, 소망…)을 곁들여야 한다.  

3) 바리스타와 스토리텔러는 역할을 교대할 수도 있으며, 스토리의 진실성, 구성력, 

전달력, 호응도가 좋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4) 해외 참가자의 경우 스토리 내용을 대회 7일 전까지 주최측에 전달해야 한다. 이는 

원활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준비(15분) 

1) 준비시간은 심사팀장이 체크하고 관리하며, 15분을 초과할 경우 제지한다. 

2) 참가선수는 준비시간에 시연에 필요한 기물과 주부재료를 정리하고, 장비나 

주부재료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 

3) 준비시간의 모든 행위는 심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기물의 

준비상태나 정리상태, 위생상태는 테크니컬심사의 대상이 된다. 

 

4. 시연(15분) 

1) 시연은 지정커피부문과 선택커피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2) 시연순서는 참가자가 정하되, 반드시 심사위원에게 그 순서를 알려야 한다. 

 

지정커피부문 

① 반드시 주최자가 제공하는 공식커피와 공식기물을 사용하여 시연해야 한다. 

② 잔의 용량은 8oz(약236㎖)이며, 메뉴는 카페라떼 또는 카푸치노 4잔으로 한다. 

③ 카페라떼나 카푸치노의 아트워크 여부는 테크니컬이나 센서리 심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그 완성도에 따라 감점이나 가산점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정커피(공식커피)와 지정기물(공식머신, 그라인더, 블렌더, 온수기, 기타 기물)에 

대한 정보는 본선대회 15일 전까지 참가선수에 한해 이메일로 공지한다. 

 

선택커피부문 

①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커피와 기물을 이용해서 4잔의 커피를 만들고 서브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 4잔의 커피는 같거나 2가지 이하여야 한다. 

② 원두의 종류, 잔의 형태와 소재, 용량, 추출방식과 시연메뉴(핫 또는 아이스)의 

종류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성한다. 단, 해당 커피의 특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서브된 커피의 맛과 향이 설명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준비되어 있는 지정커피와 기물을 이용해서 지정커피메뉴(카페라떼 또는 

카푸치노)를 만들어도 무방하다. 단, 지정커피부문과 같은 메뉴를 다시 시연하고 

서브할 경우 완성도 부분에서 감점대상이 될 수 있다. 

 

5. 종료와 정리 

1) 시연종료 시점은 마지막 커피를 심사위원에게 서브한 후 참가자가 시연종료를 

알리는 표시(손동작 또는 멘트)를 한 시점으로 잡는다. 

2) 시연이 종료된 후 테이블 정리와 청소는 시연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시간은 

1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정리된 상태와 청결도는 테크니컬심사의 대상이 된다. 

3) 시연시간을 초과할 경우 10초당 5점씩 총점에서 감점하며, 1분을 넘길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4) 시연과 정리가 모두 끝난 테이블의 나머지 청소와 정리는 3명의 스텝이 맡는다. 

 

[평가항목과 배점] 채점표는 별첨1 
 

테크니컬(1) (10) 

1) 시연 전 기물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1 □2 

2) 복장상태는 적절한가?     □1 □2 

3) 기물을 다루는 솜씨는 능숙한가?    □1 □2 □3 

4) 기물과 작업공간의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1 □2 □3 

 

센서리 (40) 

1) 원두와 기물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가?   □1 □2 □3 

2) 서빙자세와 표정은 바르고 편안한가?   □1 □2 □3 

3) 제공된 메뉴의 비주얼은 적절한가?   □1 □2 □3 

4) 음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는가?   □1 □2 



5) 메뉴의 형태와 맛은 설명에 부합하는가?  □1 □2 □3 □4 

6) 맛과 향의 균형이 잘 맞는가?    □1 □2 □3 □4 □5 (x2) 

7) 뒷맛은 부드럽고 깔끔한가?    □1 □2 □3 □4 □5 

8) 시연과정과 메뉴의 완성도가 높은가?   □1 □2 □3 □4 □5 (x2) 

 

스토리 (40) 

1) 팀명에서 재치와 위트가 느껴지는가?  □1 □2 

2) 스토리에 진실성이 느껴지는가?    □1 □2 □3 

3) 스토리의 구성은 탄탄하게 잘 이뤄졌는가? □1 □2 □3 □4 □5 (x2) 

4) 스토리는 매끄럽게 잘 전달되었는가?   □1 □2 □3 □4 □5 

5) 이야기에 재미와 감동이 있는가?    □1 □2 □3 □4 □5 (x4) 

 

테크니컬(2) (10) 

1) 바리스타와 스토리텔러의 호흡이 잘 맞는가? □1 □2 

2) 시연과정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이뤄졌는가? □1 □2 □3 

3) 시연은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되었는가? □1 □2 

4) 종료 후 정리와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1 □2 □3 

 

6. 주의사항 

1) 최하점은 1점이며, 중간점수는 0.5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2) 채점표(별첨) 

3) 준비과정이나 시연과정 중 기계적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가자는 “테크니컬 타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간관리자는 시간기록 

정지한다. 참가자의 테크니컬타임이 머신이나 기구, 재료, 심사규정 등에 대한 

이해부족일 경우에는 정지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시연자는 시연시간 동안 자신이 선택한 배경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 때 반드시 USB로 음악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5) 스토리와 시연메뉴의 레시피는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며, 주최측은 이를 방송이나 

월간지, 단행본, 온라인 등에 시연자의 동의 없이 반영할 수 있다. 

6) 참가자가 준비시간 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기술인력의 대기] 

1. 대회에 제공되는 공식기계 제공업체는 대회기간 동안 관련기술자를 대회장에 

상주시키고, 머신의 가동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2. 기계류의 설치와 철거는 제공업체에서 직접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제기] 

1. 대회진행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참가자는 심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는 현장에서 심사위원장에게 바로 제기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제기하거나 대회가 끝난 다음 전화나 이메일로 제기하는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심사위원장은 즉시 해당 심사위원회를 소집, 이의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타당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고 통보한다.. 

3. 이의제기 이후에 내려진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다. 

 

[권리규정] 

1. 국제팀바리스타대회(International Team Barista Championship; ITBC)의 대회명과 로고, 

대회형식, 심사규정, 대회내용 외 모든 대회운영에 방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본 대회  

조직위원회에 있다. 

2. 대회 조직위원회의 허가 없이 그 형식이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으며, 공식적인 촬영이나 취재를 위해서는 사전에 대회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규정의 변경] 

1. 대회의 규정은 항상 발전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운영규정과 심사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규정의 변경은 심사위원회와 조직위원회의 조율과 회의를 거쳐 조정하고 결정한다.  

3. 규정이 변경될 경우 심사위원장은 업데이트 날짜를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규정에 

첨부하여 3일 내에 공지해야 한다. 

 

 

국제팀바리스타대회(ITBC)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성일 

조직윈원회 위원장 강상현 

 

(최종수정 : 20171230) 

 

 

 

 

 

 



 

 

[별첨1] 

 

 

 

 

 

 

 

 

 

 

 

 

 

 

 

 

 

 

 

 

2018 ITBC Score Sheet 

 

2 

No.               Entry  Name :                              Judge Name :                       (Signature) 

 

1. Technical A (10) 

 1-1 시연 전 기물의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 1  □ 1.5  □ 2 x 1 

 1-2 복장상태는 적절한가? □ 1  □ 1.5  □ 2 x 1 

 1-3 기물을 다루는 솜씨는 능숙한가? □ 1  □ 1.5  □ 2  □ 2.5  □ 3 x 1 

 1-4 기물과 작업공간의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 1  □ 1.5  □ 2  □ 2.5  □ 3 x 1 

합계(T1) 

2. Sensory (40) 

 2-1 원두와 기물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가? □ 1  □ 1.5  □ 2  □ 2.5  □ 3 x 1 

 2-2 서빙자세와 표정은 바르고 편안한가? □ 1  □ 1.5  □ 2  □ 2.5  □ 3 x 1 

 2-3 제공된 메뉴의 비주얼은 적절한가? □ 1  □ 1.5  □ 2  □ 2.5  □ 3 x 1 

 2-4 음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는가? □ 1  □ 1.5  □ 2 x 1 

 

 2-5  메뉴의 형태와 맛은 설명에 부합하는가? □ 1  □ 1.5  □ 2  □ 2.5  □ 3  □ 3.5  □ 4 x 1 

 2-6 맛과 향의 균형이 잘 맞는가? □ 1  □ 1.5  □ 2  □ 2.5  □ 3  □ 3.5  □ 4  □ 4.5  □ 5 x 2 

 2-7 뒷맛은 부드럽고 깔끔한가? □ 1  □ 1.5  □ 2  □ 2.5  □ 3  □ 3.5  □ 4  □ 4.5  □ 5 x 1 

 2-8 시연과정과 메뉴의 완성도가 높은가? □ 1  □ 1.5  □ 2  □ 2.5  □ 3  □ 3.5  □ 4  □ 4.5  □ 5 x 2 

합계(S1) 

 

4. Technical B (10) 

 4-1 바리스타와 스토리텔러의 호흡이 잘 맞는가? □ 1  □ 1.5  □ 2 x 1 

 4-2 시연과정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이뤄졌는가? □ 1  □ 1.5  □ 2  □ 2.5  □ 3 x 1 

 4-3 시연은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되었는가? □ 1  □ 1.5  □ 2 x 1 

 4-4 종료 후 정리와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 1  □ 1.5  □ 2  □ 2.5  □ 3 x 1 

합계(T2) 

 

3. Story (40) 

 3-1 팀명에서 재치와 위트가 느껴지는가? □ 1  □ 1.5  □ 2 x 1 

 3-2 스토리에 진실성이 느껴지는가? □ 1  □ 1.5  □ 2  □ 2.5  □ 3 x 1 

 3-3 스토리의 구성은 탄탄하게 잘 이뤄졌는가? □ 1  □ 1.5  □ 2  □ 2.5  □ 3  □ 3.5  □ 4  □ 4.5  □ 5 x 2 

 

 

3-4 스토리는 매끄럽게 잘 전달되었는가? □ 1  □ 1.5  □ 2  □ 2.5  □ 3  □ 3.5  □ 4  □ 4.5  □ 5 x 1 

3-5 이야기에 재미와 감동이 있는가? □ 1  □ 1.5  □ 2  □ 2.5  □ 3  □ 3.5  □ 4  □ 4.5  □ 5 x 4 

합계(S2) 

시연시간 :  감점(P) :   총계(T1+S1+S2+T2-P) 

심사위원장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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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제팀바리스타대회(ITBC) 

참가신청서 

명칭 2018국제팀바리스타대회(International Team Barista Championship; ITBC) 

일시 2018년 3월 1일(목)~4일(일) 

장소 제주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이벤트홀 

주최 국제팀바리스타대회(ITBC) 조직위원회 

주관 숨비페어스/월간 커피앤티 

후원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주지역평가단/제주컨벤션뷰로/대한항공/JIBS제주방송 

협찬 두리트레이딩/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문 팀바리스타챔피언십 (□개인팀 □단체팀) 

지원자 성명  팀명  

주소  

소속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참가동기 및 
취지  

기타  (참가 신청자와 참가비 입금자 성명이 다른 경우여기에 명시해 주세요.) 

해당란 작성 후 리턴메일 또는 FAX송고 바랍니다. 

 

 

 

 

 

 

 

 

 

*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워크숍과 참가자워크숍을 각 1회 진행합니다. 

* 참가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메일로 워크숍 일정과 대회일정, 진행방식을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 참가비 : 10만원/팀 (해외에서 직접 참가하는 경우 무료) 

* 입금계좌 : 농협 351-0910-5123-43 ㈜숨비페어스 

* 참가신청 마감 및 입금기간 : 2018년 2월 9일 *선착접수순 마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ITBC조직위원회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국제팀바리스타대회(ITBC)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03 (도남동, 2F) 

TEL: 064-711-1002   FAX: 064-713-5006 

Home Page : www.jejucafeshow.com 

E-mail : sumbifair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