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0 SCA 이사회 선거 후보자 명단 소개  

JAMES HUMPOLETZ 작성  

스페셜티커피협회(SCA)에서는 선정 위원회가 추천한 2019~2020 년 이사회 선거  

후보자 명단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6월 발표한 바대로, 2019~2020년SCA이사회선거절차는2017년SCAA및 SCAE 가 통합된 

이후 이사회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치러집니다. 수십 명의 SCA 회원들이 후보자를 천거해 

주셨으며, 지난 7 월에는 선정 위원회가 각 후보자를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고 후보자의 능력, 지리 

및 멤버십 대표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공천을 평가했습니다. SCA 다양성 및 포용성 가치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는 성별과 세대 대표성을 비롯하여 인종적 포용성 또한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SCA 이사회는 KiMMA Coffee Roasters 의 Asli Yaman, Bettr Barista 의 Pamela Chng, 

Bellwether Coffee 의 Katie Booser, Easternmen Trading 의 Khalid Al Mulla, Vava Coffee 의 

Vava Angwenyi 및 멕시코 농림축산농촌개발어업식품부(SAGARPA)의 Vera Espindola Rafael 

을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아래 후보자 프로필을 읽고2018년9월17일 월요일에 개최하는 특별 웨비나에서 후보자들을 만나 

보십시오. 등록하기.  

  



	

	

 

 

터키, 이스탄불 

Asli Yaman  

Asli Yaman 은 터키 이스탄불 출신으로, 이스탄불 빌기 

대학교에서 스타벅스의 국제적인 확산을 분석한 논문으로 

MBA를 취득했습니다. 약 12년 전 터키 최초의 스페셜티 커피 

도매 로스터 및 소매점에서 트레이너 및 R&D 부서 매니저로 

커피 업계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즈 커피 

로스팅(Soyuz Coffee Roasting, SCR)에서 생산 책임자로 근무하며 SCR 스페셜티 커피 라인의 

커피 구매, 생산 및 품질 관리를 맡은 바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에서 5 년간 근무한 후, 현재는 

커피 커뮤니티 내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 년 3 월에는 터키에서 열린 내셔널 브루어스 컵 챔피언십에 출전하여 2 년 연속 1 등을 

차지했습니다.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Asli 는 터키 대표로 이탈리아 리미니에서 열린 

2014 년 월드 브루어스 컵 챔피언십에 출전하여 결선에서 3 등을 차지했습니다.  

Asli 는 터키 내셔널 챔피언십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 입문, 그린 커피, 감각 

스킬, 로스팅 및 브루잉에 대한 SCA CDS 코스를 운영합니다. SCA 터키 지부 교육 조정관으로 

일한 바 있으며 커피품질협회 라이선스 취득 Q 아라비카 그레이더이기도 합니다. Asli 는 KiMMA 

Coffee Roasters 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싱가포르  

Pamela Chng  

Pamela 는 18 년 이상의 신규 업체 및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소셜 기업이자 

스페셜티 커피 회사인 Bettr Barista 의 공동 설립자로서 커피를 

통한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ettr Barista 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 및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직접적이고 지속 

가능한 거래를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어디서 운영하든 사회적인 자각을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Bettr Barista 를 설립하기 전에는 성공적인 웹 자문 회사인 Digital Boomerang 을 공동으로 설립, 

운영 및 키우기도 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한 사회학자인 Pamela 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사회적 기업들이 기업 및 사회에 개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열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멜버른, 싱가포르,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커피 업계에 대해 배운 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공인 감각 심사단, 월드 커피 인 굿 스피릿츠 감각 심사단, 라이선스를 획득한 

Q 아라비카 그레이더, WDA ACTA 인증 트레이너 및 평가자, SCA 인증자 및 공인 트레이너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랜드  

Katie Booser  

Katie Booser 는 15 년 전 Blue Bottle 에서 커피 관련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기여한 바가 있으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중요한 직책을 두루 맡았습니다. 

회사 초기 비즈니스의 운영 틀을 만들고 시행하는 소매 책임 

담당자부터 소매, 생산 및 도매 부서를 관리하는 운영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직책을 통해 회사의 인력 운영 및 

최고운영책임자 VP 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동안 베이 에리어부터 LA, 뉴욕 

및 일본까지 회사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Blue Bottle 에서 근무한 후에는 다양한 업계의 기업들과 협력하며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변신하여 

운영 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성장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Katie 는 운영과 문화 간 

탄탄한 연결 고리가 협력 및 목적이라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믿습니다. 세심하게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보다 생산적이며, 장기 근무하는 비율이 높고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잠재성 너머까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Khalid Al Mulla  

Khalid Al Mulla 는 Easternmen 사 CEO 이자 두바이 커피 

박물관 관장입니다. 지역 유일의 커피 박물관으로 넓은 UAE 

지역 커피 커뮤니티 회원 대다수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SCA UAE 지부 국가 코디네이터이기도 합니다. 2009 년 

Easternmen 사를 설립한 후 독자적인 커피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2013 년 후반부터는 내셔널 커피 챔피언십과 월드 챔피언십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UAE 

에 스페셜티 커피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커피를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기념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Vava Angwenyi  

2009 년 Vava Angwenyi 는 커피 거래, 로스팅 및 커피 가치 

체인 컨설팅을 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인 Vava Coffee 를 

설립했으며, 커피 커뮤니티와 산업을 염두에 두고 보다 나은 

미래 전망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ava 

Coffee 는 지난 세월 동안 소규모 자작농 커뮤니티와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층의 풀뿌리 이니셔티브이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Vava 는 

Gente Del Futuro(미래의 사람들)의 공동 창립자이자 비즈니스 개발 및 기금 조성 책임자 자리를 

역임하기도 합니다. 2017 년 설립된 Gente Del Futuro 는 커피 업계 내 두 민간 부문 플레이어인 

아프리카 농장 킬리만자로와 Vava Coffee 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한 단체입니다. 생산자 

수익성과 차세대 관여라는 커피 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한 문제점을 다루는 일을 

목표로 합니다. Gente Del Futuro 는 경제권 이양, 선택 및 커피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창출함으로써 젊은층의 목소리를 자세히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커피 

재배지인 탄자니아, 케냐 및 콜롬비아 3 곳에서 비롯한 커피 문화와 지식을 융합하여 

젊은이들에게 특별하고 유일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Vava 의 비전은 현 상황에 도전장을 내밀고 커피 업계 내 긍정적인 사회적 분열을 촉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타고난 열정과 독자적인 소규모 커피 자작농까지 

고품질의 커피 원두 생산을 추적함으로써 다양한 재배지의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촉진하려는 

추동력에서 비롯됩니다. 해당 농장주들은 연일 주요 장애물에 맞서 빈약한 자원으로 일을 하여 

세계 최고의 맛을 내는 커피를 일부 생산하며, 이들의 피땀으로 맺은 결과물에 대해 사람들의  

 



	

	

 

 

이해나 감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Vava 는 그로닝겐 대학교에서 국제 금융 및 관리학 석사 학위 및 플로리다 대학교 워링턴 

경영대학에서 국제 자산 관리 수료,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통계 및 보험 통계 과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Q 그레이더이자 2015 년 명망 높은 국무부 후원 프로그램인 인터내셔널 

비지터 리더십 프로그램(IVLP)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SCA 지속 가능성 자문 위원회의 

회원이며 SCA 이벤트 현장 기준 특별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멕시코 시티  

Vera Espindola Rafael  

2016 년 Vera 는 멕시코 농림축산농촌개발어업식품부 

(SAGARPA)에서 근무하며 커피 관리 계획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 요소를 국가 커피 프로그램과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여 

멕시코 커피 부문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략을 감독하기도 합니다. 2017 년에는 사무국 내 농업 플랜(2017~2030) 

하에 코코아, 팜유 및 포도 등 기타 주요 작물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Vera 는 인터내셔널 

커피 단체의 멕시코 대표이기도 합니다.  

Vera 는 개발 경제 석사 학위 및 국제 비즈니스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테말라 Anacafé 

에서 근무하며 커피 공급망과 커피 생산자에 대한 부가 가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는 

현재 열대 우림 동맹이라 불리는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UTZ 작업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 

매니저직을 역임했습니다.  

2015 년 10 월부터 SCA 지속 가능성 자문 위원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농장 수익성 흐름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