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바리스타 2급 및 스페셜바리스타
장애인 필기면제 가이드 라인
1. 장애인 필기면제 가능여부 확인 통화
- 본 협회 담당자 유선통화(02-1899-3499)를 통해서 지정검정장 지정여부 및 또는 협회소속 심사위원
교육여부 확인
- 수검자의 자격 응시관련 사항 담당자와 상의
2. 해당검정(커피바리스타2급 또는 스페셜바리스타) 실기검정 신청
- 정확한 검정과목 선정 : 커피바리스타 2급, 스페셜바리스타
--> 커피바리스타 2급과 스페셜바리스타 두검정 병행검정 가능
--> 단, 분산해서 진행은 불가하며, 과목별로 모아서 진행(예 : 오전 2급, 오후 스페셜)
- 실기검정 신청서 작성(첨부1) 및 협회 팩스(02-2291-9414) 또는 이메일(kfba2013@naver.com) 송부
※ 첨부1. 실기검정 신청서
3. 필기면제 공문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담당자 발송
- 해당 실기검정 진행을 위한 필기면제 대상자 목록 및 필요서류 준비
1) 필기면제 협조 공문 : 검정응시자 목록 필히 기재
2) 교육계획서 또는 교육진행 관련 공문 : 해당 장애인 교육진행 관련 문건
3) 출석부 사본 또는 필기검정 수행여부 담당강사 확인서
(필기면제 협조공문에 응시자 이름이 들어간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출석부 사본 대체 가능)
4) 복지카드 사본
- 해당서류 준비하여 이메일(kfba2013@naver.com) 발송
※ 첨부2. 필기면제 관련 공문 및 필요서류 작성 예시
4. 해당서류 담당자 확인
- 필기면제 협조 공문 및 필요서류 접수에 따른 담당자 확인
- 확인후 검정장 관리자에게 필기면제 가능여부 유선으로 통보
5. (스페셜바리스타의 경우) 개별회원가입 및 개별 실기(스페셜)검정 접수
- 필기면제 대상자는 개별 해당 실기(스페셜)검정 접수
6. (커피바리스타 2급의 경우) 개별회원가입 및 필기면제 처리를 위한 가상 필기검정 접수
- 필기면제 확인된 대상자 본협회 홈페이지 개별 회원가입
--> 회원가입시 특이사항 발생의 경우 담당자와 유선통화하여 진행
- 회원가입 후 필기면제 처리를 위한 가상의 필기접수
--> 담당자 유선통화를 통해서 지정된 날짜의 필기검정 접수
--> 가상필기검정 접수시 입금방법 ‘무통장입금’ 선택
--> 무통장입금 선택시 결재될 100원은 가상이므로 입금하지 않음
- 필기면제 대상자 해당 가상 필기검정 모두 접수 후 본 협회 담당자 통보
- 필기면제자 목록과 접수자 목록을 확인하여 필기면제 대상자 가상 필기검정 합격 처리
- 합격처리된 필기면제 대상자는 개별 해당 실기검정 접수

[첨부1. 실기검정 신청서]

실기검정 신청서
수 신 : 한국외식음료협회
(참 조) : 커피바리스타 담당자
제 목 : 커피바리스타 실기검정 시행일자(예정) 신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지정검정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기검정을 시행하고자 신청합니다.

- 다

검정 구분

음 -

(커피바리스타2급, 스페셜바리스타) 실기 – 중 택1

검정 장소
검정 일시
응시 인원수

20

년

월

일

시 ~

명
(검정장의 커피머신이 2대의 경우에는 1일 최대 응시인원은 35명)

담당자 연락처
커피 머신 및 그라인더
커피의 배전정도
블랜딩
맛의 포인트 4가지
※ 검정희망일로부터 최소 14일 전까지 공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로 신청 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 검정장소가 지정검정장이 아닌 경우 타 검정장소의 주소 및 건물의 층과 호수를 정확히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OO 지정검정장

[첨부2. 필기면제 관련 공문 및 필요서류 작성 예시] (아래와 같이 명단이 들어가면 출석부 대체 가능)

지정검정장명(공문자유양식)
문서번호

2014 – 0**

시행일자

2014.

취 급

** . **
보 존

(경
수

유)
신 : 한국외식음료협회

참

조 : 스페셜바리스타 검정담당자

제

기 안

협조

목 : 스페셜바리스타 자격검정 필기면제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본 교(기관)는 아래의 특수학급대상학생들의 한국외식음료협회 스페셜바리스타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기검정을 대체하여 인정받고자 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소속

학번이름

출석일수총계(시간)

구 분

면제방법

1

**고등학교

2-1 홍길동

25(62)

스페셜바리스타

복지카드사본

2

**고등학교

2-2 이순신

25(62)

커피바리스타2급

교육대상확인서

붙임 1. 교육계획서(또는 바리스타교육시행 공문)사본

1부

2. 출석부 사본 각 1부
3. 복지카드 사본 (또는 본교발급 교육대상확인서) 각 1부.

끝.

지정검정장명(직인)
담당 : ***
주소 : *** *** *****
전화 : ***-****-****

팩스 : **-***-****

E-mail : *******@********.***

1. 교육계획서 또는 바리스타 교육진행관련 공문(자유양식)

2. 출석부 (자유양식) (공문에 응시자 명단을 넣어서 출석부 대체 가능)
- 면제대상자 이름, 교육시간, 출석여부 기재요망

3. 복지카드 사본
- 대상자 각 1부

3. 교육대상확인서 사본 (복지카드 대체 가능)
- 소속기관장 직인 필히 요함(대상자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