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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국내외 다수의 이벤트, 전시, 커핑, 커피 테이스팅과 같은 자리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무역 
박람회에서 수천 명의 커피 전문가와 애호가를 만나거나 지역 소규
모로 열리는 이벤트에서 특정 네트워킹 그룹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비즈니스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하십시오. 혹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한층 높
여 줄 SCA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트레이닝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력을 비롯하여 비즈니스에도 유익할 것
입니다. SCA 종합 트레이닝 및 교육 프로그램은 초보자 혹은 커피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SCA 교육 과정은 다음 5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바리스타 스킬, 브루잉, 그린 커피, 로스팅, 
센서리 스킬.

알림
수많은 광고, 사설, 스폰서십 및 출품자 기회가 열려 있어 여러분 
비즈니스의 브랜드 인식을 높여줄 것입니다. 

참여
SCA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일은 SCA가 주최하는 이벤트나 강연
을 통해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지 지부나 길
드의 일원으로써, 또는 SCA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시간
과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열정을 한층 더 높여 스페셜티 커피 커뮤
니티에 더욱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근사한 기회를 뜻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SCA에서 제공하는 모든 멤버십 패키지는 특별합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춘 아주 특별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에도 진정한 혜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CA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
지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a.coffee로 접속하여 지금 가입하세요.

SCA 커피 커뮤니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페셜티커피협회(SCA)는 수천 명의 커피 전문가 및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기관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멤버 중심 협회입니
다. 

SCA는 선두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할인 혜택과 추가적인 비용 절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
다. 또한 산업 연구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비롯하여 인적 네트워크
를 만들 수 있는 이벤트, 세미나, 워크숍 등의 비즈니스 툴과 리소스
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CA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일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엄청난 이익을 보장합니다. 

SCA로 초대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스페셜티 커피의 미래에 대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을 주고 헌신하는 수천명의 동료 회원들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
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효과적이면서도 역동적이며 진정
성을 품은 단체로서 스페셜티 커피의 세계화, 그리고 가능성에 실
체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습니다. SCA는 이러한 공동
의 믿음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 커뮤니티에 영감을 
부여하고 이를 확장하며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공정성
과 지속 가능성을 양성하여 커피 업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 하고 있습니다. SCA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들과 
커뮤니티에 투자하기 때문에 SCA과 관련된 개개인들은 모두 SCA
를 대표한다고 믿습니다.  회원들의 잠재력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 
지식, 그리고 실용적인 툴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