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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커피바리스타협회



【제2회 WHDC월드핸드드립 챔피언십 】

1. 목적

 ◎ 한국형 핸드드립의 세계화 

 ◎ 브루잉과 핸드드립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

 ◎ 커피인구 절반 이상이 즐기는 핸드드립인의 축제 

2. 선수 모집 요건

 ◎ 자  격  

  - 대한민국 주소를 둔 국내·외국인으로 커피 열정을 가진 남녀노소 모두
  

 ◎ 신  청 : 홈페이지(www.cbawleague.com)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월드커피바리스타협회 조직위원회에 유선 · e메일 접수

    070-7675-8578  / cbaw2011@naver.com
 

 ◎ 참가비 : 5만원(새마을 / 9003-2316-2791-8 / 김기화(WBC대회))

             **참가비 입금 후 접수완료

 ◎ 시상  

   2,000만원 상당의 상품 및 상금 

   (자세한 사항 추후 업데이트)

3. 경기 룰

 ◎ 본 경기는 다국적 언어 사용이 가능 하며, 한국어를 기본으로 한다.

 ◎ 경기는 3가지 세션의 경기(드립, 프리, 시그니처)로 구성되고 각각의 

    경기 내용에 따라 커피를 추출한다.  

    예선은 드립경기, 본선은 드립경기· 프리경기로 진행하며, 결선은 

    시그니처 경기로 진행한다.

http://www.cbawleague.com
mailto:cbak2020@naver.com


4. 대회일정

 ◎ 지역예선(3권역) 

  - 호남권(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 대전) : 2019. 4. 6~7(토,일)

  - 영남권(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제주) : 2019. 4. 20~21(토,일)

  - 수도권(강원, 경기, 서울, 인천)            : 2019. 4. 27~28(토~일)

 ◎ 본선 & 결선 : 2019. 6월 7~9일(금~일)

 ◎ 장소 : 수원 컨벤션 센터

5. 경기 진행 방식

 ◎ 예선(드립경기)

  가. 경기요령

    ① 드립경기로만 진행한다.

    ② 경기는 준비시간10분, 시연시간10분, 정리시간3분으로 한다. 

    ③ 경기에서는 시연시간에 WHDC가 제공하는 커피를 사용하며,

       2개의 서버에 양이 다른 두 번의 개별 추출을 실시한다.

    ➃ 양이 다른 두 번의 개별 추출이란 아래와 같다.

       A : 150ml 이상 ~ 200ml 이하 추출

       B : 300ml 이상 ~ 400ml 이하 추출    

    ⑤ 4명의 센서리 심사위원은 참가자가 추출한 A· B추출 커피의 균일성과 

       A · B추출 커피의 종합적인 맛의 평가를 한다.

    ⑥ 두명의 테크니컬 심사위원은 추출 양을 확인하고, 위생적이며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나. 원두 및 사용 기구 

    ① 예선에서는 WHDC가 대회당일 제공하는 single origin 원두를 사용한다.

       제공되는 원두는 지역 예선 개최 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주최측이 제공한 single origin(공식지정원두)

    ② 드립경기에 사용하는 커피는 대회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발표 한다.

       커피의 프로필(원산지, 로스팅 정도 등)도 동시에 발표 한다. 



    ③ 경기 시연용 커피는 150g이 지급 되며, 경기 종료 시 모두 회수 한다.

       추출 시 사용량 또한 임의로 정하며, 그라인딩 방식도 임의로 정한다.

       ※ 추가지급은 하지 않음 

    ④ 추출기구 :WHDC 공인 지정 드리퍼(칼리타), 서버, 포트, 여과지만 사용

       한다.

      ※ 참가자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드리퍼, 서버만 사용가능하다.  단 포트는

         개별지참 가능하며, 추출 기구에 개조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한다.

    ⑤ 그라인더 : WHDC 공인 지정 제품으로 대회가 준비하는 지정 그라인더

       로 한다.

    ⑥ 드립포트 : WHDC가 준비하는 공인 지정 제품 중에서 신택해도 되고

       참가자가 지참해도 무방한다.

    ⑦ 물 : 반드시 WHDC가 준비하는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디지털저울 : WHDC가 준비하는 저울(참가자당 2개)만을 허용 한다.

    ⑨ 참가자는 WHDC로부터 제공 되는 기구 한 세트(드리퍼, 여과지, 서버,

       드립포트, 그라인더) 에 대하여 반드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⑩ 참가자는 아래의 지참 가능한 기구 이외의 어떠한 기구도 경기 구역

       내에 가지고 올 수 없다.  준비시간에는 그 외 임의의 기구를(전원을

       사용하는 기구 제외) 지참해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참한 기구 이 외

       의 물건은 준비시간 내에 소정의 장소에 정리정돈 해야 한다.

       ※ 시연시간 사용불가

    ⑪ 필수 지참 기구

       드립포트, 린넨, 행주, 핸드픽용 쟁반, 미분털이망, 스푼, 

       드리퍼 받침, 트레이, 앞치마

       ※ 준비되어 있지 않을시 불이익 발생은 선수 본인의 책임

   다. 경기 시간과 경기 흐름

     ① 경기는 준비시간에 이어 시연경기를 실시한다.

      ㉮ 예선 : 준비시간10분, 시연시간10분, 정리시간3분 총 시간 23분

      ㉯ 본선 : 준비시간10분, 드립·프리경기 17분, 정리 3분 총 시간 30분



      ㉰ 결선(시그니처) : 준비시간 10분, 시연시간 15분, 정리시간 3분 총 28분

     ② 사회자는 스테이션에서 대기 중인 참가자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③ 참가자는 준비시간 내 자유롭게 시험 추출하고 맛 볼 수 있다.

     ④ 참가자는 준비시간 종료 시점까지 경기 개시 준비를 해야 한다.

     ⑤ 경기개시 준비란 각자의 경기 테이블 위의 모든 커피 추출액 및 분쇄된 커피

        가루를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고 서버를 물로 씻어서 비운 상태를 말함.

     ⑥ 준비시간 종료 시점에서 경기 개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1초당 1점 

        감점이 주어지며, 60초 초과시 실격 처리됨.  이때 테크닉 심사위원에 의한 

        감점 확인 후 경기 시작 전 까지 경기시작 준비한다.

     ⑦ 사회자는 모든 참가자의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스타트 신호를 보내

        며, 참가자는 시작 신호 후 경기를 시작한다.

     ⑧ 참가자는 채점용으로 두 개의 서버에 각각 양이 다른 두 개의 개별 추출을

        실시한다.  A추출 150ml이상 200ml이하,  B추출 300ml이상 400ml 이하로 

        추출한다.   이때 사용하는 커피 양 은 임의 사용함.

     ⑨ 드립경기에서 A와 B 두번의 추출을 동시에 실시할지 순차적으로 실시

        할지는 참가자가 정한다.

        하나의 서버에 2회이상 추출 하거나 1회 추출을 두 개의 서버에 나누어 담는

        것은 안되며, 추출 후의 서버 내에 물을 부을 수도 없다.  또 양 조절을 위해

        한번 추출한 커피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도 안된다.  1회의 추출 중에 드리퍼 

        내의 분쇄커피를 증감시켜서도 안되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시 실격 처리

        한다.

     ⑩ WHDC가 준비하는 물 이외의 것으로 추출에 사용 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

      ⑪ 드립경기 추출이 끝나면 참가자는 테크니컬 심사위원에게 두 개의 서버

         에 추출된 커피 양을 확인 후 각각의 커피를 센서리 심사위원에게 제공하

        여야 한다. 이때 경기시간 10분을 넘긴 경우 1~10초-3점, 11~30초-7점,

        31~60초-10점 감점, 60초 초과는 실격 처리됨.(타임키퍼 확인)

     ⑫ 드립경기 두개의 서버 계량을 실시하고 각각의 추출량이 규정 양에 미치

        지 않거나 규정의 양을 넘긴 경우 서버 한 개당 5점의 감점이 주어짐.

  



    ⑬ 센서리 심사위원은 추출 A 및 추출 B 의 균일성과 추출 컵의 미각을 평

        가 하며, 미각의 평가 항목은 6가지로 이루어진다.

      -  Flavor, Body, Aftertaste , Balance, Overall, Uniformity

     ⑭ 드립경기 내용은 예선, 본선과 같으며, 경기의 흐름은 ⑦~⑬에 준한다.

     ⑮ 참가자가 관객석 등으로부터 사인, 지시를 받아 금지사항, 감점 사항을 피할 

        경우에 실격 됨. (예: 서버를 씻도록 지시 되었거나 지참 가능 기구 이외의 기

        구 정돈 하도록 사인을 받은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