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카페음료에 도전하는 창의적 바리스타 발굴 프로젝트

2018 WORLD SIGNATURE BATTLE 대회 규정
1. 대회 취지
카페 음료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고, 독창적인 음료에 도전하는 창의적인 바리스타 발굴
을 위해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결합 경연대회. 기존의 레시피와 다른 맛과 비쥬얼에서 참신한
레시피를 발굴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문화교류에 이바지함은 물론 영향력
있는 글로벌 축제로 키워나가고자 한다.

2. 대회 일정
참가신청/접수

2018년 7월 30일(월)~8월 16일(목) / 국내선수

예선 32강전(온라인 투표)

2018년 8월 28일(화)~9월 4일(화)

본선 진출자 발표

2018년 9월 13일(월)

선수 오리엔테이션

2018년 11월 17일(월)

본선 16강전

2018년 11월 8일(목)

본선 8강전 ~ 결승전

2018년 11월 9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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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1잔, 테이스팅 4잔

형태

1:1 대결 토너먼트 (시연교차진행)

시간

A선수 준비 (5분) ⇨ A선수 시연(5분) + B선수 준비(5분) ⇨ B선수 시연(5분)
⇨ 심사/발표(5분)

퍼펙트 음료

총 20분

전문 평가단과 관중 평가단에게 제작과정의 퍼포먼스 및 비쥬얼 평가를 받는

음료
테이스팅 음료
공식 장비

전문 평가단이 맛을 평가하기 위한 음료 (용량 제한없음)

모든 장비는 공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사용 (단, 시연용 잔은 개인용으로 사용가능)

경기 순서

본선 경기시작 전, 추첨으로 결정

신원 확인

오리엔테이션과 본선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히 지참 요망

선수 프리젠테이션

각 선수는 시연 중 음료 제작동기,재료 설명 등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한다.

4. 공식 장비 및 기물
공식 머신 – Bezzera Arcadia De Display
공식 그라인더 – Ceado E37S
공식 탬핑머신 – PUQ Press
공식 시럽, 커피, 워터시스템, 우유, 블렌더

– 추후 공지

※ 참가 선수는 선수 오리엔테이션 전까지 다른 전자기기 사용여부를 주최 측에 통보해야 한
다.

5. 심사 규정
- 월드 시그니처 배틀 본/결선 심사는 전문 평가단과 관중 평가단으로 구성
- 전문 평가단은 3인 이내, 테크니컬 평가단은 2인 이내, 관중 평가단은 10인 이내로 구성
- 전문 평가단과 관중 평가단의 투표를 7:3의 비율로 합산

- 전문 평가단은 기술적인 숙련도, 서비스 자세, 커피와 음료에 대한 실용성, 프리젠테이션과
맛의 일치성, 독창성 등을 평가한다.
- 테크니컬 평가단은 기술적인 숙련도, 서비스 자세, 청결성 등을 평가한다.
- 관중 평가단은 선수 시연에 대해 퍼포먼스 및 음료 비쥬얼 항목만을 평가한다.
- 시연 중 스피릿(주류)사용이 가능하나, 본선 경기 중에는 불(화기)을 사용할 수 없다.

6. 시상 내역
1위

상금 500만원, 트로피

2위

상금 200만원, 트로피, [WSB 2019] 본선진출권

3위

트로피

4위

트로피

※ 상금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7. 선수 사전 준비물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장비/기물 외 선수 개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물들
※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료, 도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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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