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eld
Trip

Java + Bali
인도네시아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Indonesia) 공동 주관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추신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와 발리 섬에 위치한 커피 재배 농장 및 가공 공장을 방문하는 아주 
신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7월 13일 목요일 저녁 식사에 참석하기 
위해 수라바야(Surabaya)에 도착 및/또는 7월 21일 금요일 이후 발리 섬에 위치한 
덴파사르(Denpasar)에서의 귀국 항공편을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호텔 숙박 
연장을 원하실 경우, 자비로 일정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정:

•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수라바야 도착 후 저녁 식사. 베스트 웨스턴 파필리오 
호텔(Best Western Papilio Hotel)에서 숙박.
•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오전 8시에 호텔에서 출발. 인도콤 시트라 
페르사다(Indokom Citra Persada) 창고(수출업자) 방문하여 커핑(cupping) 작업 
체험.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수라바야에서 출발하여 이젠 지역에 도착한 후 
에스테이트(Estate) 커피 재배 농장 방문. 에스테이트 게스트하우스(Estate Guest 
House)에서 숙박.
•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에스테이트 커피 및 파머스(Farmers) 커피 가공 공장 방문. 
본도오소 이젠 호텔(Bondowoso Ljen Hotel)에서 숙박.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전 중, 동부 자바 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커피과카카오 
연구소(Indonesia(n) Coffee and Cocoa Research Institute, ICCRI) 방문. 오후 중, 
인도네시아 커피과카카오 연구소에서 출발하여 브로모 산악 지대에 도착(브로모 산악 
지대에 위치한 체마라 라바 뷰 호텔 리조트(Cemara Lava View Hotel-Resort)).
•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이른 아침, 브로모 분화구(Bromo Crater)를 등반하여 일출 
감상(4x4 차량 이용). 오후 중 브로모 지역에서 출발하여 수라바야 도착 후, 발리행 저녁 
비행기 탑승. 7월 21일 금요일까지 사누르(Sanur) 지역에 위치한 수다말라(Sudamala) 
또는 카무엘라 호텔 빌라(Kamuela Hotel-Villa)에서 숙박.
•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발리 커피 재배 농장 및 제1 가공 공장 방문.
•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발리 커피 재배 농장 및 제2 가공 공장 방문 후 발리 산악 지대 
방문. 전경 및 문화 감상.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발리 지역 근처 로스터(Roasters) 및 커피 업계 현장 방문. 
불 춤(Fire Dance) 감상.
•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자유 시간. 귀국 및/또는 누구든지 희망하시는 경우 일정 연장.

답사 비용은 1,500유로로, 8일 간의 모든 숙식 및 일정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음료나 
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colin.smith@smithscoffee.co.uk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까지 
SCA로 지불한 입금된 예약금 500 유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이므로(커피 열매 
추수 기간이기도 합니다!) 호텔을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토록 멋진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