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ews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드림카페>,

커피 D.N.A 로스팅컴퍼니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 8호점으로 선정

콜드브루 HACCP 공장과 에이스카페 오픈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서울

커피디엔에이로스팅컴퍼니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드림

(이하 커피디엔에이)가 김

카페>가 스타벅스 재능기부

포 아라뱃길에 600 평 규

카페 8호점으로 선정되어

모의 콜드브루 원액 공장

새롭게 단장했다.

을 오픈한다. 2012년부터

스타벅스코리아는 여성가족

24시간 동안 500㎖를 추

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청

출하는 점적식 방식의 더치

소년·다문화가족·취업 여

커피 공장을 운영해온 커피

성 근무 노후 카페에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재능기부카페 활동은 스타벅스 바

디엔에이의 관계자는, “오픈 예정인 콜드브루 공장은 1400구의 더치커피 기구

리스타와 협력사가 해당 카페에 방문해 시설 및 인테리어 리모델링, 바리스타 교육

를 운영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커피 품질을 위해 설계부터 HACCP 공

을 실시하고 매장운영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에 <드림카페>가 8번째 카페로 선정

장 기준에 맞췄다. ISO22000을 획득하여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된 것, 이를 축하하는 오픈식에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커피디엔에이의 또 다른 주목할 행보로 3월 말 중국에 <에이스카페>를 오픈 예

양승국 이사장,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이석구 대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고승덕 이

정이다. 베이징 798아트디스트릭트 지역에 위치한 에이스카페 베이징측에서 커

사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창범 센터장의 환

피디엔에이의 김현덕 대표에게 매장의 인테리어, 설계, 로스팅, 메뉴 등의 리뉴얼

영사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현판식, 제막식, 케이크 커팅 등의 오픈 세레모니

을 요청한 것. 김현덕 대표는 “한국의 바리스타와 파티시에가 베이징에 상주하기

와 드림센터 합창동아리 ‘도돌이’의 축하공연, 드림카페 청소년들의 소감 발표가 연

때문에 한국의 커피, 베이커리의 수준 높은 맛을 전하게 되었다. 베이징 매장 2

이어 진행됐다. 이창범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곳의 리뉴얼을 시작으로 상하이, 홍콩, 싱가폴, 한국 등에도 매장을 확장할 계획”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라고 밝혔다.

지에스씨인터내셔날, 2018 COFFEE MASTER-CUPPING 예선대회 시작
국내 최대 그린빈 전문 유통회사 지에스씨인터내셔날(주)에서 주최하는 제4회 2018 COFFEE MASTER-CUPPING 예선대회가 실시
된다. 3월 1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대전, 부산에서 4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7회의 대회를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약 2
주간 진행 되었는데, 강남지역은 당일에 빠르게 마감되면서 대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제주지역을 제외한 예
선 오리엔테이션은 3월 9~10일까지 지점별로 날짜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순번추첨을 통해 예선 타임 테이블이 구성될 예정이다.
모든 예선 참가자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받으며, 전 지점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예선전을 통해 상위 36명만이 본선에 진출한다. 회를 거
듭하며 4년째를 맞이하는 지에스씨인터내셔날의 COFFEE MASTER-CUPPING 대회의 자세한 정보는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문의 02-325-3031 대회 공식사이트 cmasters.coffeegs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