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 SCA 이사회 구성원들과의 만남

글: 제임스 험폴레츠(James Humpoletz)
스페셜티 커피 협회(SCA) 회원들은 2019-2020 선거 주기에 이사회 구성원 6석을 채우는 선거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SCA 회원들은 제3자 선거 단체인 UK Engage가 운영하는 선거에서 6석을 채울 8명의
후보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SCA 내규에 따라, 새로 선출된 6명의 커피 전문가는 자문 기관의 현직
위원 6명의 임기가 만료되고 신임 회장, 부회장, 제2 부회장, 재무이사가 임명되는 2019년 1월 1일부로
이사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SCA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 2019-2020 선거를 통해 이사회에 합류하는 6명의 커피 전문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KiMMA Coffee Roasters의 애슬리 야만(Asli Yaman)
Bettr Barista의 파멜라 층(Pamela Chng)
Vava Coffee의 바바 앵궤니(Vava Angwenyi)
멕시코 농축수산부(SAGARPA)의 베라 에스핀돌라 라파엘(Vera Espindola Rafael)
Utake Coffee Limited의 엠뷸라 무사우(Mbula Musau)
Choi Coffee Company의 최성일(Choi Seongil)

협회 직원과 자원봉사자 지도부를 대표하여 신임 이사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Bellwether Coffee의 케이티 부저(Katie Booser)와 Easternmen Trading의 칼리드 알
물라(Khalid Al Mulla)에게도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케이티와 칼리드가 후보 지명, 면접 및 선거 과정에
쏟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들이 커뮤니티 리더라는 본래의 지위에서 협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협회는 6명의 신임 이사를 환영하며 이사회 구성에 몇 가지 추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회
내규에 따라 다음의 현직 이사들은 2019년 1월 1일부로 새 직책을 맡게 됩니다.
•
•
•
•

Klatch Coffee Roasting의 헤더 페리(Heather Perry)는 회장 직책
Julius Meinl의 크리스티나 메이늘(Christina Meinl)은 부회장 직책
S&D Coffee & Tea의 트레이시 깅(Tracy Ging)은 제2 부회장 직책
WAVE Investments의 닐스 에릭센(Nils Erichsen)은 재무이사 직책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6명의 헌신적인 이사들에게는 따뜻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커피 전문가들은 SCAA와 SCAE 통합 이후 협회에 소중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으며
SCA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자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
•
•
•
•
•

현직 회장 Marco Beverage Systems의 폴 스택(Paul Stack)
현직 재무이사 Electric City Coffee Roasting의 매리 텔리(Mary Tellie)
Starbucks의 앤드류 린네만(Andrew Linnemann)
Reciprocafé의 채드 트레윅(Chad Trewick)
BWT water+more의 프랭크 뉴하우젠(Frank Neuhausen)
취리히응용과학대학(ZHAW)의 차한 예레치안(Chahan Yeretzian)

•

Olam Specialty Coffee의 토드 맥케이(Todd Mackey). Leslie Coffee Co.의 사라 레슬리(Sarah
Leslie)가 Barista Guild 직책을 맡게 됩니다.
Kofi Brand의 콘라드 올렉삭(Konrad Oleksak)이 2019년 2월 1일부로 퇴임합니다. Cuatro M

•

Single Origin Coffees의 에밀리오 로페즈 디아즈(Emilio Lopez Diaz)가 Coffee Roasters Guild
직책을 맡게 됩니다.
6명의 신임 이사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환영을 보내며, 협회의 사명을 위해 헌신해 주신 폴, 메리,
앤드류, 채드, 프랭크, 차한, 토드 및 콘라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2020 이사회 구성원들은
2019년 1월에 만날 예정입니다. 신임 지도부와 함께 하는 향후 웨비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