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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Office: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ak Lodge Farm, Leighams Road, 
Bicknacre, Chelm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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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4) 1245 426080 

Website: www.sca.coffee 

 
 

 
SCA 공식인증트레이너 신청서 

 

코스 관련 사항 

장소 및 일자:  

개인 정보 

성: 이름: 

Address: 
 
 

전화번호: Email: 

AST플라크에 표기될 이름(영문): 

AST 인증서에 표기될 국가명:  

회사 정보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결제 영수증 수신용 주소(위와 다를 경우) 

 
 

커피 관련 경력사항:  (트레이닝, 챔피언십, 등 경력 - 날짜와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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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r (자격인증사항) 

다음 중 어떤 과목에서 Professional 단계의 교육 자격을 취득하고자 합니까?  

 (해당 과목에 체크표시() 후 자격증 고유 번호와 날짜를 적어주십시오) 당부 드리는 말씀: SCA에서는 

Intermediate 단계 이수 3개월 후 Professional 단계를 치를 수 있습니다. 또한 Professional 이수 후 

AST코스 기간까지는 3개월의 공백 기간을 남겨 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각 단계 완료 후 실력을 충분히 

연마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Module (과목)   AST 이름(영문) 시험날짜 자격고유번호 자격날짜 

Barista skills 
Intermediate 

    

Barista Skills 
Professional 

    

Brewing 
Intermediate 

    

Brewing 
Professional 

    

Roasting 
Intermediate 

    

Roasting 
Professional 

    

Sensory Skills 
Intermediate 

    

Sensory Skills 
Professional 

    

Green Coffee 
Intermediate 

    

Green Coffee 
Professional 

    

참고 사항 

추가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주소 혹은 전화번호/핸드폰번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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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여 

SCA공식인증트레이너 코스를 참가하여 

SCA공식인증트레이너가 되는 동시에 SCA커피디플로마시스템의 과목 중 선택한 과목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 Speciality Coffee Association of Europe(유럽스페셜티커피협회)의 Individual 

Professional(개인전문가) 혹은 멤버회사의 secondary member(소속기관멤버)로 

SCA공식인증트레이너 자격 기간인 3년을 등록합니다. 

• SCA커피디플로마시스템 과목 중 최소 한 과목 이상에 Professional 단계를 완벽히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한 과목의 자격증을 복사/스캔/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트레이너로서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AST코스가 진행되기 최소 10일 전에 AST라이센스 비용 및 커피디플로마 자격인증 비용을 현금이체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완료하여야 합니다. 현금결제는 불가능합니다. 

 

SCA는 필요할 경우 신청자를 AST코스에서 제외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함과 동시에 SCA가 부가사항에 기재한 본인의 연락처에 연락을 취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름/서명  ........................................................................................   날짜 ................................................. 

 

작성 후 다음 이메일로 보보보보보 보보보보  alexM@sca.coffee  

 

보 보보보 보보보 보 보보보보  AST 보보 보보보 보보보보보보 보보보 보 보 없습니다.  영국 SCA 본사 

직원이 귀하가 속한 국가의 SCA공식트레이너 코스 일정을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SCA본사로부터 

AST코스 참가 확인 답장을 받을 때 까지는 관련 사항에 대한 예약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사전 평가 자료 

 

mailto:alexM@sca.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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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트레이닝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성함  

SCA 회원번호  

과목  

일정  

장소  

 

커피 경력 사항 

교육  (모두 적으시오) 직업 (과거 - 현재까지) 

 
 
 
 
 
 
 

 

 

개인 특이사항 

사용 언어(모두 적으시오)  

주식(주의할 음식 등) 
 

그 외 특이(요청)사항 
 

선호하는 교육 방식 

(중복 선택 가능) 

듣기 
 

 보기(시각자료)  

읽기  체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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