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바리스타 발굴 프로젝트

2018 WORLD LATTE ART BATTLE 대회 규정

1. 대회 취지
월드 라떼아트 배틀은 모든 바리스타들에게 열린 새로운 개념의 온-오프라인 경연을 통해 국
내외 바리스타들과 실력을 겨루며 꿈을 향한 도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본 대회를 통해 선수가 보유한 새로운 기술, 역량, 이력을 남겨 해당 선수를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2. 대회 일정
참가신청/접수

2018년 7월 30일(월)~8월 16일(목) / 국내선수

예선 32강전(온라인 투표)

2018년 9월 5일(수)~9월 12일(수)

본선 진출자 발표

2018년 9월 13일(목)

선수 오리엔테이션

2018년 9월 17일(월)

본선 16강전

2018년 11월 10일(토)

본선 8강전 ~ 결승전

2018년 11월 11일(일)

* 본 · 결선 경연 장소 2018 서울카페쇼(Seoul Int’l Cafeshow) 內 특설무대(서울,코엑스)
* 상기 일정은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지됩니
다

3. 경연 규정
종목

공식패턴 1잔, 창작패턴 1잔 (음용 가능한 라떼로 식용색소, 에칭 허용)

형태

1:1 대결의 토너먼트 (시연 동시진행)

시간

준비(5분) -> 공식패턴(3분) -> 심사(5분) -> 창작패턴(3분) -> 심사(5분). 총 21분

공식패턴

총 9가지 패턴, 홈페이지 사전 공개 (16강과 8강 이후 공식패턴이 다름)

창작패턴

본선 경기에 사용할 창작(자율)패턴 최소 2개를 사전 제출. 16강/8강 라운드에서

는 서로 다른 패턴을 사용해야 한다.
공식장비

모든 장비는 공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사용 (라떼잔, 스팀피처는 개인용으로 사용

가능)
잔 용량

8~10oz (약 240~300ml). 오리엔테이션시 지참하여 사용가능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
경기 순서
신원확인

본선 당일 대진표 추첨을 통해 결정
오리엔테이션과 본선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히 지참 요망

선수 프레젠테이션

각 선수는 시연 전/후 라떼아트 디자인 제작동기, 스토리 설명, 사용스

킬 등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야 한다.

4. 공식 물품 및 장비
공식 머신 – Bezzera Arcadia De Display
공식 그라인더 – Ceado E37S
공식 탬핑머신 – PUQ Press
공식 원두 – 추후 공지
공식 워터시스템 – 추후 공지
공식 우유 – 추후 공지

5. 심사 규정
- 월드라떼아트배틀 본/결선 심사는 전문 평가단, 관중 평가단으로 구성

- 전문 평가단은 센서리 3인, 테크니컬 1인으로 구성, 관중 평가단은 10인 이내로 구성
- 전문 평가단과 관중 평가단의 투표를 7:3의 비율로 합산
- 전문 평가단은 기술적인 숙련도, 디자인의 명확성/난이도/창의성/균형감, 청결성 등을 평가
한다.
- 관중 평가단은 선수 시연에 대해 라떼아트 디자인의 비쥬얼 항목만을 평가한다

6. 시상 내역
1위

상금 1,000만원, 트로피

2위

상금 300만원, 트로피, [WLAB 2019] 본선진출권

3위

트로피

4위

트로피

※

상금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7. 선수 사전 준비물
대회장에서 제공되는 공식 장비 외 선수 개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물들
※ 참가 선수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료, 도구 사용 가능

8. 기타
월드 라떼아트 배틀 기간 중의 모든 취재 내용과 촬영 동영상, 사진, 인터뷰 내용 등의 저작
물 사용에 동의하며, 이의 모든 저작권은 WLAB 조직위원회 및 커피TV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