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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and Services

We design, produce and install all over 
the world complete turn-key plants 
for the coffee processing starting from 
green coffee cleaning, roasting, grinding, 
storaging and product handling.
We have at disposal for our customers a 
Technological Coffee Competence Centre 
with lab, cup tasting and pilot plants where 
we can carry out product tests and trials. 
Furthermore we offer specific consultancy 
on the coffee production processes in 
order to obtain the desired final product.

상품과 서비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그린 커피 정선으
로부터 로스팅, 갈기 그리고 제품취급에 
이르기까지 커피가공을 위한 완벽한 턴
키 공장들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며 설치
합니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생산테스트와 실
험을 진행할수있는 실험실, 컵 시음 그
리고 시험공장을 갖춘 기술커피기능쎈
터(Technological Coffee Competence 
Centre) 를 마음대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원하는 최종 제품을 얻어내기 위해 
커피 생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Coffee Roaster Machines

for ALL SIZES

 www.petroncini.com



Industria Ligure Caffè s.r.l. Via Leonardo da Vinci, 25/A - 16030 Avegno (GE) ITALY
Tel.: +39 0185 79090 / +39 0185 727280 - Fax.: +39 0185 79280  www.ilcaffe.it  email:info.caffe@ilcaffe.it

We produce: our trademarks,
private labels, fantasy labels.
Always interested in buying/selling
new and used coffee machineries.

Produzioni: proprie, per terzi,
private labels, marchi di fantasia.
Compra-vendita di macchinari
industriali nuovi e us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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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ditorial
물과는 별개로, 커피는 여전히 미국인이 선호하는 
음료로써 미국 성인 인구의 3/4 이상이 소비합니
다.
이는 ‘미국 커피 협회(US National Coffee 
Association, NCA)’가 실행한 ‘국가 커피 소비 트
렌드(National Coffee Drinking Trends)’ 연구조사
의 주요 결과로, ‘NCA’는 지난 6년 동안 자국의 커
피 소비 습관을 상세히 파악해왔습니다.
‘NCA’ 연례 컨벤션에서 발표한 올해의 보고서에
는 커피 업계 경쟁업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맞춤 데이터를 허용하는 상호교환 플랫폼을 포함
한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연령, 성별,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인 변수 외에
도 해당 보고서는 제품에 대한 관심 및 경험과 연
계된 좀 더 복잡한 항목들을 탐구(반영)하였고 이
는 모두 광범위한 역사적 통계로 뒷받침됐습니다.
약간의 트렌드 변화가 감지됐지만, 오차범위 내
에서 커피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추세입니다. 인
터뷰 응답자 중 78%가 작년에 커피를 마셨다고 
대답했으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불과 1%가 적
은 수치입니다. 지난 주에 커피를 마셨다고 응답
한 사람은 작년도 73%와 비교해 올해는 71%로 
나타났고, 하루 전 커피를 섭취했다고 응답한 사
람은 작년도 61%와 비교해 59%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기기는 여전히 커피시장의 주요 원동력입니
다. 약 27%의 소비자가 캡슐기기 또는 커피포트
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 12%가 해당 기기 구
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집계를 보면 가
장 어린(18-24세) 소비층의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이는 특히 40대 미만 소비층의 꾸준한 사랑을 받
는 에스프레소 기반 제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루 중 커피를 마시는 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습
니다. 응답자 중 아침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신다
고 대답한 비율은 81%로 3년 전에 비해 6%가 줄
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오후에 커피를 섭
취하는 사람들의 수가 5% 증가함에 따라 상쇄되
었으며, 이로써 커피 소비 습관이 변화한다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part from water, coffee still ranks as the Americans’ 
favourite drink consumed by more than three-quar-
ters of the country’s adult population.
This is the headline result of the survey of National 
Coffee Drinking Trends carried out by the US Na-
tional Coffee Association - NCA, which has kept a 
finger on the pulse of the nation’s coffee-drinking 
habits for over sixty years.
Published at the annual NCA Convention, this year’s 
report presents a number of new features including 
an interactive platform which allows the personalisa-
tion of data in accordance with the various needs of 
the industry’s competitors.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and ethnic identity, the report explores more 
complex criteria concerning product awareness and 
experience – all supported by a broad range of his-
torical statistics. 
Demand remains steady, then, with small trend var-
iations within the margin of error. Of the people in-
terviewed, 78% said they had drunk coffee last year, 
1% less than last year’s survey result, 71% the week 
before - against 73% referred to the previous year - 
and 59% the day before - against 61% referred to 
the previous year.
Coffee in servings remains the main market driver. 
Twenty-seven per cent of consumers own a capsule 
or pod coffee-maker and another 12% plan to buy 
one. Though the age breakdown shows a drop in 
consumption among the youngest group (18-24), 
it does not affect espresso-based products, which 
are particular popular with the under-40s. 
Patterns of coffee consumption during the day are 
changing. The proportion of interviewees who drink 
coffee with their breakfast has fallen to 81% – six 
percentage points less than three years ago. But 
this is offset by a five-per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a coffee in the afternoon – an 
indication that lifestyle habits are evolving.  

COFFEETREND MAGAZINE / SPECIAL EDITION 2016

Colom_Leonardo CoffeeTrend_175x45.indd   3 03/10/13   09:39



6 7 COFFEETREND MAGAZINE / SPECIAL EDITION 2016

M
a

rk
e

t P
ro

sp
e

c
ts

New ICO  
strategies



COFFEETREND MAGAZINE / SPECIAL EDITION 2016

새로운 

‘ICO(국제 커피기구)’ 전략 

‘국제 커피기구(ICO, the International 
Coffee Organisation)’는 새롭게 부상하
는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기 위
해 기구 본연의 목적 및 목표를 재정의하
고 있습니다. ‘ICO’의 전략적 검토 정책
은 1년 전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 커피 
포럼(World Coffee Forum)’에서, 제115
회 ‘국제 커피 협회(International Coffee 
Council)’ 회의를 통해 결의안 457을 채
택하며 공식적으로 착수됐습니다. 결의
안은 전략적 검토를 조직화하고 해당 위
임 사항 수립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실행계획
2007년 국제 커피협정 제 9조 (4)로 대
변되는 실행계획은 협의안의 목표 실현
을 위해 채택 가능한 ‘ICO’ 전략을 규정
합니다. 본 규정은 네 가지 광범위한 목
표와 29가지의 우선적 조치사항들로 구
성되었습니다. 제105회 회의 (2010년 9
월)에서 첫 번째 초안이 채택된 이후부
터 해당 규정은 2012년 9월에 열린 109
회차 회의와 2014년 3월에 개최된112회
차 회의를 통해 총 두 번에 걸쳐 개정됐
습니다. 해당 실행계획은 발전적인 연례 
규정회의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사무국은 2014년부터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한 연례 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ffee Organisation 
redefines aims and objectives to face 
emerging challenges.
The Strategic Review of ICO policy was 
officially launched a year ago with the 
adoption of Resolution 457 by the 115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Coffee Coun-
cil at the World Coffee Forum in Milan. 
The Resolution set up a Working Group 
to coordinate the Strategic Review and 
establish its terms of reference.

Plan of Action
The Plan of Action – Article 9 (4) of the 
2007 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 – 
lays down ICO strategies to be adopt-
ed in furthering the Agreement’s aims. It 
comprises four wide-ranging aims and 
29 priority actions. 
Adopted in its first draft at the 105th ses-
sion (September 2010), it has since been 
revised twice: at the 109th Council ses-
sion in September 2012 and the 112th 
session in March 2014. 
The Plan of Action provides the frame-
work for the development of Annual Work 
Programmes. Since 2014 the Secretariat 
has had the task of producing annual re-
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
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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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검토
제116회 ‘국제 커피 협회’ 회의에서는 특
별조사위원회가 ‘ICO’ 사무국에 전략적 
검토 책무를 할당하며 문서 266/16 목
차.2가 승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
국은 ‘서스테인어빌리티(SustainAbility)’
라는 오랜 경험의 이해관계자 자문과 전
략적 관리 및 커피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
을 갖춘 영국 회사를 십분 활용할 수 있
게 됐습니다. 

검토의 필요성?
전략적 검토의 필요성은 전 세계 커피 생
산국이 직면하는 기후 변화 영향과 2030
년까지 규정된 1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연계된 다수의 새로운 직면과제 
대비를 위한 일환으로 제기되기 시작했
습니다. 이러한 유동 상태는 ‘ICO’로 하
여금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재정의 하기 위한 철저한 분석을 
실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아디스 아바바’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 
266/16 목차.2에 의거하면, 전략적 검
토는 ‘ICO’의 운영현황과 성과 및’ ICA 
2007’ 구현에 사용된 자금, 그리고 ‘ICO’
의 전략적 집중도 강화를 위한 일련의 권
고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방법론
이와 같은 목적을 안중에 둔 사무국은 
문헌 연구를 비롯, 다중 이해 관계자 협
의 및 기타 ‘국제 상품기관(International 
Commodity Bodies)’과의 비교 분석이라
는 삼중 접근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전체적 형세
국제 커피 협회 문서 296/16 목차.1에서
는 ‘ICO’가 실행계획의 일환인 4대 전략 
목표를 통해 달성한 업적 평가가 제공됩
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국제 커피 산업 
강화를 위한 정책 및 해결안 개발 포럼 
제공)와 관련해 해당 문서에는 2011년
부터 회원국의 수가 65개국에서 77개국
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커피생산의 
98%, 총 소비의 83%를 담당하는 수치라
고 우선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민간 자문 위원회와의 활발한 협력은 식
량 안보, 지속 가능성, 홍보활동 및 소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
다. 2011년부터 ‘ICO’는 또한 여러 협회
와 ‘NGO’ 및 민간 부문의 거물급 인사들

Strategic Review
The Council’s 116th session approved 
document 266/16 Rev. 2, with which the 
Working Group assigned responsibility 
for the Strategic Review to the ICO Sec-
retariat. In turn, the latter availed itself of 
the services of SustainAbility, a London 
company with long experience in stake-
holder consultation and strategic man-
agement as well as specific expertise in 
the coffee industry. 

Why a review?
The need for a Strategic Review has 
arisen in the light of new challenges for 
the coffee industry, emerging from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producers 
all over the world and connected with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id down in Agenda 2030. This state 
of flux has induced the ICO to conduct 
a thoroughgoing analysis with a view to 
redefining its role in a changing political 
environment. 
In conformity with document 266/16 Rev. 
2, adopted at the Addis Ababa session, 
the Strategic Review comprises an as-
sessment of the ICO’s operational con-
text, an evaluation of the progress made 
and resources used in the implem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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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자리에 대동한 제 4회 ‘세계 커피 컨
퍼런스(World Coffee Conference)’와 세
계 커피 포럼과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를 
추진해왔습니다.
해당 문서는 단순한 두 번의 연례 회의에
서 그치지 않고, 회원국이 스스로의 역할
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커피 생산국 소속 
기관의 두드러지는 활동과 더불어 커피 
산업에서 논의되는 질문과 관련한 ‘ICO’
의 시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시장의 투명성과 통계)와 
관련해, 해당 문서는 ‘ICO’에서 매년 발
표하는 막대한 산출 결과에 대한 좀 더 
통찰력 있고 엄격한 분석의 필요성을 짚
었으며 제3기관과의 가능한 연구 협력을 
고려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커뮤니케이션, 보급, 홍
보, 개발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자금을 조
달했던 ‘상품공동기금(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의 개편으로 지
연을 겪고 있습니다.
‘상품공동기금’은 더 이상 보조금을 지원
하지 않으며, 이제는 영리를 위해 프로젝
트에 대출금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더 이
상 일년에 단 2회 진행되는 프로젝트 신
청 절차를 통해 ‘ICO’와 같은 국제 기구에 
프로젝트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CFC’에 
대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CFC’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ICO’는 
지난 20년 동안 총 100만 달러가 초과하
는 약 40개의 프로젝트를 아프리카, 아
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실행했습니다. 
‘ICO’는 계속해서 CFC와의 긴밀한 협력
을 이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규정이 적용
됨에 따라 프로젝트 기금마련을 위한 대
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커피 산업 추진은 최근 ‘비
전2020(Vision 2020)’에 ‘ICO’가 포함되
며 커다란 진전을 이뤘습니다. 비전2020
은 ‘글로벌 커피 플랫폼(GCP, Global 
Coffee Platform)’과의 협력으로 개발된 
시책으로, ‘4C 협회(4C Association)’와 ‘
네덜란드의 지속 가능한 무역 이니셔티
브(Dutch Initiatief Duurzame Handel)에
서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커피 프로그램
(Sustainable Coffee Programme)’의 노
력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ICO’는 파리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회의(UN Climate Change Conference)’
에서 커피 산업을 대표하며 그 제도적 지

tion of ICA 2007, and the formulation of a 
series of recommendations designed to 
sharpen the ICO’s strategic focus. 

Methodology
With those purposes in mind, the Secre-
tariat has devised a threefold approach 
comprising a documentary study, a mul-
ti-stakeholder consultation and a com-
parative analysis featuring other Interna-
tional Commodity Bodies. 

How things stand
Council ducument 269/16 Rev. 1 pro-
vides an appraisal of the results achieved 
by the ICO concerning the four strategic 
aims set out in the Plan of Action. With 
regard to the first aim (providing a forum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solu-
tions designed to strengthen the global 
coffee industry) it is pointed out first of all 
that since 2011 the number of member 
countries has increased from 65 to 77, 
together representing 98% of world pro-
duction and 83% of total consumption.
Activ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
tor consultative committee is continuing 
in the fields of food security, sustainabil-
ity, promotion and consumption. Since 
2011 the ICO has also promoted world-
wide events such as the 4th World Cof-
fee Conference and the Global Coffee 
Forum, which brought together leading 
figures from institutions, NGOs and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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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확인했으며 컬럼비아 대학 지구 연
구소에서 실시한 중요한 연구에도 기여
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글로벌 커피 
포럼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SWOT 분석
개정 과정의 필수 단계는 바로 하단에 제
시된 SWOT 분석내용을 적용하는 것입
니다.
‘ICO’는 지난 50년 동안 커피 산업분야
의 가장 독보적인 단체로써의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정부간단체로써 국제법을 
준수하고, 77개국의 회원국을 포함하며, 
운영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ICO’로 하여금 공공 부문
과 민간 부문 커피 산업에 있어 정직한 
브로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
었습니다. 사무국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직원들의 전문 지식에 큰 기반을 두기도 
합니다. ‘ICO’의 공문서는 막대한 가치를 
자랑하는 통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또
한 회원국의 기부는 안정적이고 견실한 
예산을 마련해줍니다. 

취약점
기구의 규모와 자원을 감안하면, 전략적 
초점이 너무 광범위한 걸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필수 항목과 관련한 생산국과 소
비 국가간의 합의 도출에는 대립된 비전
과 이해관계로 종종 어려움이 발생합니
다.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은 단일조달
기관(CFC)으로 이뤄지며, 그렇기 때문
에 사무국은 현재까지 대안이 가능한 금
융기관이나 기부단체를 찾지 못하고 있
습니다. 연례 규정회의에 할당되는 ‘ICO’
의 예산은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데도 부
족한 실정입니다. 

The document calls for greater commit-
ment on the part of member countries, 
going beyond the two annual meetings, 
a higher profile for the Organisation in 
producer countries and a strengthening 
of ICO initiatives in the questions under 
discussion in the coffee industry. 
In terms of the second aim (market trans-
parency and statistics), the document 
points out the need for a deeper and 
more rigorous analysis of the enormous 
mass of figures released annually by the 
Organisation, and the consideration of 
possible research partnerships with third 
parties. 
The third aim concerns communication, 
dissemination, promotion and develop-
ment projects. The latter have suffered 
something of a setback following the 
reorganisation of the Common Fund for 
Commodities (CFC), which used to pro-
vide most of the financing.
The Fund no longer distributes subsidies, 
now providing loans to projects designed 
to make a profit. Such projects may now 
be submitted to the CFC without the ap-
proval of an international body like the 
ICO by means of calls for applications 
issued twice a year.
Working closely with the CFC, in two 
decades the ICO has set up about 40 
project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with an overall value in excess of 100 mil-
lion dollars. The ICO continues to coop-
erate closely with the CFC, but the new 
rules compel it to seek out alternative 
sources of funding for its projects. 
The promotion of a sustainable coffee 
industry (the fourth strategic aim) has 
recently received a major boost with the 
ICO’s inclusion in Vision 2020, an initia-
tive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Global Coffee Platform (GCP), which 
combines the efforts of the 4C Associ-
ation and the Sustainable Coffee Pro-
gramme promoted by the Dutch Initiatief 
Duurzame Handel – Sustainable Trade 
Initiative. 
The ICO confirmed its institutional stand-
ing by representing the coffee industry at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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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개최되는 회의를 제외하면, 회원
국의 활동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사무국
의 전략적 계획을 위한 구축방안은 한정
되어 있으며 핵심 성과 지표가 결여됐습
니다.

기회
1년 내내 회원국을 ‘ICO’활동에 포함. 
‘ICO’의 전문성을 활용해 컨퍼런스나 워
크샵을 포함한 제 3단체에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특히 지속 가능성 부문 시책과 관련, 민
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 연구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마련해 사무국의 
자원을 최적화.

위험요소
‘ICO’ 예산의 대부분은 회원국의 기부로 
조달됩니다. 이는 다른 단체가 부상하거
나 기후변화 및 지속 가능성, 커피의 효
능을 다룬 과학정보 보급과 관련한 다른 
영역의 시책이 두드러지면 ‘ICO’의 역할
이 감소되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ICO’의 컴퓨터 시스템은 낙후됐으며 통
계 부서의 기능은 중심간부 부재의 위험
에 노출됐습니다. 자금계정 또한 브렉시
트(파운드의 약세와 인플레이션 증가)로 
양산될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무국의 운영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aris and has contributed to an impor-
tant study conducted by the Earth Insti-
tute at Columbia University – its results 
were presented at the Global Coffee Fo-
rum.

SWOT analysis
An essential step in the revision process 
was the application of a SWOT analysis, 
which produced the results set out be-
low.
The ICO has been the most important 
body in the coffee industry for over 50 
years. As an intergovernmental body it is 
subject to international law, comprises 77 
members and involves the private sector 
in its operations. 
Its status allows it to act as an honest 
broker in coffee industry question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s Secretari-
at can rely on the expertise of an experi-
enced staff. Its archives hold a statistical 
data base of enormous value. The contri-
butions from member countries provide a 
stable and reliable budget. 

Weaknesses
Given the Organisation’s size and re-
sources, its strategic focus is too broad. 
Finding agreement between producer 
and consumer countries on essential 
questions is often difficult because of di-
vergent visions and interests.
Financing for development projects de-
pends on a single source (the CFC), and 
thus far the Secretariat has not been able 
to find a set of alternative financiers or 
donors. The Organisation’s budget allo-
c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nnual 
Work Programmes is insufficient to sus-
tain essential functions.
Aside from the two annual sessions, 
member countries exhibit a low level of 
commitment. The Secretariat’s strategic 
planning framework is limited and lacks 
key performance indicators. 

Opportunities
Involving member countries in ICO ac-
tivities all year round. Capitalising on 
the Organisation’s expertise to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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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사항
전략적 검토를 통해 일련의 제안 사항과 
전략적 제안사항이 양산됐습니다. 이는 
‘ICA 2007’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
속 가능성 촉진 지원을 위해 ‘ICO’의 필
요성을 재차 강조한 벨로 호리존테 선언
을 통해 설정된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CO’는 커피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주
요 활동을 식별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
한 커피 산업”이라는 개념에 있어 일치
된 정의를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두드러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형태의 가난을 모든 곳에서 종식
한다.” 2) “굶주림을 종식하고, 식량확보, 
영양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 촉진을 보장
한다.” 5) 여성과 소녀의 해방을 통해 남
녀평등을 달성한다.” 8) “모든 인간에게 
있어 물과 정화시설의 확보 및 지속 가
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12) “지속 가능
한 생산 및 소비 모델을 보장한다.” 13) “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취한다.”

전략적 제안은 ‘ICO’로 하여금 정책 담당
자들과 커피 산업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산출정보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
력하고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으로 수립 가능한 추가 정보를 보완하기 

high-value services to third parties, in-
cluding conferences and workshops.
Intensifying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particularly with initiatives in the 
field of sustainability. Optimising the Sec-
retariat’s resources by setting up partner-
ships with research bodies and universi-
ties. 

Threats
Most of the Organisation’s funding comes 
from member country contributions. It 
runs the risk of seeing its role diminished 
by the rise of other bodies and initiatives 
in spheres such as climate change, sus-
tainability, and the dissemination of scien-
tific information on the benefits of coffee.
Its computer system is outdated and the 
functioning of its statistics department is 
exposed to key-man risk. Account should 
also be taken of possible drawbacks de-
riving from Brexit (such as a weak Pound 
and rising inflation) which may affect the 
Secretariat’s operational efficiency. 

Recommendations
The Strategic Review has produced a 
series of recommendations and strategic 
proposals in line with the aims set by ICA 
2007 and the Belo Horizonte Declaration, 
which reiterated the need for the ICO to 
support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
tainability.
To this end there is a call for an agreed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coffee industry” as a guiding principle de-
signed to enable the ICO to identify key 
activities in the pursui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ims relevant to the coffee 
industry. Salient among these are 1) “to 
put and end to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2) “to put an end to hunger, 
guarantee food security, improve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5) 
“to achieve gender equality through the 
emancipation of women and girls”: 6) “to 
guarantee to all people th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8) “to promote 
inclusive, sustained and sustainable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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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선 순위는 반드시 회원국에 의한 
정확한 최신 수치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 이벤트와 형식 개발을 포함해 공공 
활동과 민간 활동을 위한 협의 포럼으로
써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소집 권
한 활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국제 모임에서 ‘ICO’
의 존재를 강화하고 ‘ICO’ 행사에 외부 
단체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조치가 취
해져야 합니다.

‘ICO’는 충분한 자금의 마련되어 있다면, 
공공 민간단체 및 기타 형식의 파트너십
을 통해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준비
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ICO-추진 개발 
프로젝트의 준비전략 또한 프로젝트 선
정 부문과 필요 자금의 조당 부문 모두에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제정된 ‘국제 커피의 
날(International Coffee Day)’의 중요성
은 소비 촉진을 위한 주요 연례 행사로 
재차 확인됩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무국은 기구의 자
금을 확충하고 확보해야 하며, SWOT 분
석에서 드러난 조직의 단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회원국 참여와 관련한 장려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례 규정회의를 통해 구현될 새로운 5
년간의 전략적 실행 계획은 2016-17년
에 작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실행계획은 
비전2020에 사용된 사항을 기반으로 한 
핵심 성과 지표가 포함됩니다.  

nomic development,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jobs for every-
body”; 12) “to guarantee sustainable 
model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13) “to take urgent measures to fight cli-
mate change and its consequences”. 
The strategic proposals call on the ICO to 
concentrate mainly on providing world-
class figures, analyses and information 
to policy-makers and the coffee industr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supply of 
accurate and up-to-date figures by mem-
ber countries, to be supplemented where 
possible by further information collected 
in collaboration with private companies 
and research bodies) and on exploiting 
its convening power to consolidate its 
role as a forum of consultation for public 
and private actors, including the devel-
opment of new events and formats. 
To this end steps should be taken to 
strengthen the Organisation’s presence 
at major international gatherings and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outside per-
sonalities in ICO events. 
The ICO could contribute to the prepa-
r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and pro-
grammes through public-private and 
other types of partnership, provided that 
sufficient funding is available. Strategies 
for preparing ICO-promoted develop-
ment projects should also be revised, 
both in the selection of projects and in 
the procurement of the necessary fund-
ing. 
Lastly, the central importance of the new-
ly-constituted International Coffee Day is 
reiterated as the main annual event for 
the promotion of consumption. 
In managerial terms, the Secretariat will 
have to increase and maintain the Organ-
isation’s resources, remedy the organ-
isational shortcomings revealed by the 
SWOT analysis and provide incentives 
for member countries’ participation. 
The new five-year Strategic Action Plan, 
to be implemented through the Annu-
al Work Programmes, will be drafted in 
the coffee year 2016-17. The Plan will in-
clude key performance indicators based 
on those used in Vision 2020.  



Approved
Event



C
lo

se
 U

p

18 COFFEETREND MAGAZINE / SPECIAL EDITION 201619

Global  
Coffee Production 
2016/17

18 COFFEETREND MAGAZINE / SPECIAL EDITION 2016



COFFEETREND MAGAZINE / SPECIAL EDITION 2016

2016/17 

전세계 커피 생산량 부족 

As the end of September approaches 
with no widespread, significant rainfall 
seen yet in Brazil and long range fore-
casts for rain being continually down-
graded, there is some concern that the 
critical point has already been passed for 
the Brazilian 2016/17 crop and that los-
ses already incurred due to dry weather 
earlier in the calendar year are now being 
extended.
While much too early to issue an accura-
te figure, given widespre ad flowering has 
not even started, the impact of adverse 
weather early 2016 is deemed by agro-
nomists to have stressed Brazil’s coffee 
trees so badly in key growing regions, that 
losses year-on-year in 2016/17 could be 
15% even before flowering – i.e. on the 
basis of the he alth of the trees at pre-
sent, and given 2016/17 is an “off” year.
Of course, debate continues about the 
size of the current 2015/16 crop, with re-
cent general sentiment being of the final 
2015/16 crop being 20-30% below its 
original production potential.
It can be expected the crop at a maxi-
mum 20% lower than initial potential, but 
notes that in some regions of Minas Ge-
rais the loss could be 30%.
This time last year, projections were that 

9월 말에 브라질의 광범위하고, 중요한 
강우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비에 대
한 장기 예측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
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면, 브라질의 
2016/17 작물에 대한 임계점은 이미 넘
어섰으며 연초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이
미 초래된 손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기에는 너무 이르
고, 광범위한 개화기가 시작되지도 않았
지만, 농학자들은 2016년 초 악천후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커피 나무들이 중요
한 생장부에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
았기 때문에 개화기 전부터 2016/17 커
피 수확량이 전년 대비 15% 감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5/16최종 수확량이 본래 생
산 잠재력보다 20-30% 감소할 것이라
는 최근의 일반적인 정서와 함께, 현재
의 2015/16수확량 규모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커피네트워크는 지
금 수확량이 처음 예상보다 최대 20%
는 더 감소한다고 보고 있지만,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30%까
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
다. 작년 이맘때, 브라질의 2014/15수확
량은 최종적으로 60,000,000 가마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수
확량이 약 40,000,000 가마로 줄어들 거
라는 일부 예측과 더불어, 12월 / 3월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예상량은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커피네트워크는 2014년 말 
58,000,000 가마라는 지수로 시작했으
나, 2015년 H1에는 이를 50,000,000 가
마로 줄였습니다. 커피네트워크의 작물
학자들이 최근 현장을 방문한 후, 커피네
트워크 지수가 47,000,000 가마로 조정
되었습니다. 커피네트워크는 브라질산 
47,000,000 가마, 베트남산 29,000,000 
가마, 콜롬비아산 12,600,000 가마, 인
도네시아산 10,200,000 가마의 수확량
을 근거로, 2015/16 세계 커피 수확량을 
149,600,000 가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로서, 다른 생산 국가에서 다
음 2016/17 수확량에 불리한 기상 현상
이 없다는 가정 하에, 우기에 앞서 현재
의 평균 추정치를 고려해 볼 때, 브라질
에서 있을 수 있는 전년 대비 미드레인지 
15%의 생산량 감소를 근거로 2016/17 
세계 수확량은 144,900,000가마가 될 수
도 있습니다. 
ICE와 LIFFE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아

Brazilian 2015/16 output was finally going 
to hit the elusive 60 million bags.
However, the dry weather December/ 
March cut that potential dramatically, 
with some forecasts still down at around 
40 million bags.
It had been assumed a figure of 58 mil-
lion bags end-2014, but in the first half 
of 2015 it was revised down to 50 mil-
lion bags. Following recent field visits by 
agronomers, the figure has been adju-
sted to 47.0 million bags.
On the basis of a 47.0 million bags crop 
from Brazil, output of 29 million bags 
from Vietnam, 12.6 million bags from Co-
lombia and 10.2 million bags from Indo-
nesia, the global 2015/16 coffee crop is 
estimated at 149.6 million bags.
Simply as a gauge, assuming no adver-
se weather events in any other producing 
country for their next 2016/17 crops, the 
global 2016/17 crop on the basis of 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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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큰 차이의 결과로 특히 활황인 로부
스타의 소비량과 함께 전세계 소비량
은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으며, 몇 년 동안 세계 커피 생산량은 전
세계 소비 증가를 따라가기 위해 기록적
인 수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최근 수치
에 따르면, 2015/16 세계 커피 소비량이 
147,100,000 가마가 될 것이라고 하며, 
이는 2015/16에 3,000,000가마의 커피
네트워크 세계 생산량 과잉을 의미합니
다. 2016/17을 내다보면, 1.5%의 꾸준한 
소비 증가와 함께, 브라질의 생산량은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6/17 
시장은 공급량 부족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16 수확량이 불
리한 기상 현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
겨질 뿐만 아니라, 2016/17은 브라질에
서 "휴경" 주기입니다. 감소량을 매우 적
게 잡긴 했지만 브라질의 2016/17 수확
량이 그 해에  2015/16년의 47,000,000
가마에서 2016/17년에 39,900,00가마
로 15%까지 감소하고, 베트남, 콜롬비

sible losses in Brazilian output of a mi-
drange 15% year-on-year given current 
average guestimates ahead of the wet 
season, could be 144.9 million bags.
World consumption growth continues 
apace, with that of Robusta particularly 
buoyant on the back of wide differentials 
between the ICE and LIFFE markets, and 
for some years now global coffee produc-
tion has had to be at record levels to sa-
tisfy the increase in world consumption.
Latest figures suggest that world 2015/16 
coffee consumption will be 147.1 million 
bags, meaning a world production sur-
plus of 3 million bags in 2015/16. Loo-
king ahead to 2016/17, with steady con-
sumption growth of 1.5%, it appears that 
there is no way that the 2016/17 market 
will not be in production deficit on the 
back of the likely drop in Brazilian pro-
duction.
Not only is the 2015/16 crop deem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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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및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리한 기상 현
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약간의 생산 증가가 
있을 거라는 다른 모든 징후들에도 불
구하고, 2016/17 세계 수확량은 소비량 
149,400,000 가마가 아닌 144,900,000 
가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세계 커피 시장은 브라질의 "
경작" 및 " 휴경" 시즌과 비슷한 격년 생
산 주기를 겪어왔습니다 - 즉, 한 해는 세
계 생산량이 과잉인데 이어, 그 다음 해
에는 세계 생산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3/14 시즌에는 그러한 경향
에 맞서서 경작/휴경 격년 생산 패턴이 
끝났습니다. 2013/14 시즌은 생산량 부
족의 해여야 했으나, 커피네트워크는 과
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초까지만 해도, 격년 생산 주기
에 따라 "경작"의 해였던 2015/16 시즌
은 2002/03 시즌 이후로 가장 큰 생산
량 과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
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주 선전되었던 
60,000,000 가마의 장벽에 마침내 도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브라질의 "경작" 
2015/16 수확량에 달려있었습니다. 
이러한 브라질의 경작 수준은 2015/16
에 3연속 세계 생산량 과잉의 해를 의미
했을 것이며, 3연속 생산량 과잉의 해는 
2002/03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해 이맘때 2014 역년 말에 
커피 가격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었습니
다.
그러나, 두 달 동안에, 그리고 2015년 
초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을 고려면
서, 브라질의 2015/16 생산량에 대한 
예측의 변화와 눈에 띄는 생산량 부족
에 대한 예상이 2015/16 동안 돌기 시
작해 2015년 2분기에 커피 가격이 폭
등했습니다. 브라질의 2015/16 수확량
은 적게는 40,000,000 가마부터 많게는 
50,000,000 가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고 광범위하게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커
피네트워크의 추정치인 47,000,000 가
마는 추정치 범위에서 높은 편에 해당됩
니다.
그러나, 2015/16 로부스타 생산량이 과
잉임을 고려할 때 전체 시장이 과잉임에
도 불구하고, 브라질 수확량 47,000,000 
가마를 근거로 2015/16 세계 아라비카 
시장의 공급량은 약간 부족하게 될 것이
라는 것은 강조 할만 합니다.

have been hit by adverse weather, but 
2016/17 is an “off” cycle in Brazil.
If the Brazilian 2016/17 crop were to fall 
by 15% on the year from 47.0 million 
bags in 2015/16 to 39.9 million bags in 
2016/17, which many could argue alrea-
dy is a very conservative projected drop, 
and there are no adverse weather events 
in Vietnam, Colombia and Indonesia – 
with all other indications being of slight 
production rises in the next couple of ye-
ars in other nations – the world 2016/17 
crop could be 144.9 million bags, as op-
posed to consumption of 149.4 million 
bags.
For many years, the world coffee market 
has experienced a biennial production 
cycle in line with Brazil’s “on” and “off” 
seasons - that is to say, a world produc-
tion surplus one year, followed by a world 
production deficit the following year.
However, the 2013/14 season bucked 
that trend – and the on/off biennial pro-
duction pattern ended. The 2013/14 
season should have been a production 
deficit year, but instead, a surplus has 
occurred.
Until early 2015, the 2015/16 season, 
which on the basis of a biennial pro-
duction cycle was to be “on” year, was 
projected to show the biggest global 
production surplus since 2002/03. This 
hinged on Brazil’s “on” 2015/16 crop ge-
nerally being forecast to finally reach that 
much-touted 60 million bags barrier.
Such a level from Brazil would have me-
ant a third consecutive year of world pro-
duction surplus in 2015/16, and three 
consecutive years of production surplus 
were last seen in 2002/03.
For this reason, coffee prices were un-
der immense pressure around this time 
last year, towards the end of the 2014 
calendar year. However, in the space of 
a couple of months, and the change in 
fortunes for Brazilian 2015/16 production 
given extremely dry weather from the be-
ginning of 2015, forecasts of a notable 
world production deficit began circulating 
for 2015/16 and coffee prices surged in 
the second quarter o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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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적으로 47,000,000 가마 미
만이 된 2015/16 브라질의 수확량으로 
인해 세계 아라비카 시장의 공급량은 훨
씬 더 부족해지게 될 것입니다. 2016/17
까지의 기상 상태를 근거로, 세계 아라비
카 시장은 이미 그 주기에서 생산량 부족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은 "보통" 브라질 우기의 시작으
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농업경제학에 
따르면, 올해에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보
고되는 나무 스트레스와 하층토 수분을 
포함해 "보통"인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비가 생산 잠재력 상승
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도, 2015년 초에 
정상적인 조건보다 더 건조한 조건에서 
이미 보였던 잠재적인 감소량의 증가를 
다소 막아줄 것입니다.
33°C 를 넘는 온도로 인해 1월, 2월, 3월
의 긴 기간 동안 광합성 과정이 중단되었
으며 물이 부족하여 나무가 살아 남기 힘
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2016/17 동
안 줄어드는 가지의 성장이 뿐만 아니라, 
2015/16동안 빈약한 체리 필링을 야기했
음을 의미합니다.
밤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따뜻한 6월/8월 
겨울 시즌은 8월에 일부 지역에서 불규
칙한 소나기와 예상보다 이른/늦은 개화
가 나타났던 것처럼 나무에 더 스트레스
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무
들이 생산 잠재력의 "전례 없는" 감소와 

The Brazilian 2015/16 crop is subject to 
various and wide-ranging estimates, from 
as low as 40 million bags to as much as 
50 million bags. Estimate of 47.0 million 
bags is therefore at the higher end of the 
range.
It is worth highlighting however, that on 
the basis of a 47.0 million bags Brazilian 
crop, the world 2015/16 arabica market 
would be in a slight deficit, with the to 
tal market in surplus given the surplus in 
2015/16 Robusta.
Therefore, a 2015/16 Brazilian crop that 
is finalised less than 47.0 million bags, 
would throw the world Arabica market 
into much more of a deficit. And on the 
basis of the weather conditions so far 
for 2016/17, the world Arabica market is 
already facing a production deficit in that 
cycle.
Mid-September is usually deemed critical 
for the start of the Brazilian wet season, 
but on the basis of agronomy, there is 
nothing usual about this year, with tree 
stress and subsoil moisture reportedly at 
unprecedented levels.
Rains by the end of September this year 
will not boost production potential, but 
rather prevent any increase in potential 
loss that has already been seen from 
the drier than normal conditions earlier in 
2015.
Temperatures in excess of 33°C stopped 
the photosynthesis process during long 
periods of January, February and March, 
and along with a lack of water, this for-
ced the tree into survival mode. Not only 
did this mean reduced branch growth for 
2016/17, but it resulted in poor cherry fil-
ling for 2015/16.
The ensuing June/August winter season 
of cool nights and warm days is said to 
have added further stress to the trees, 
as did the irregular showers and prema-
ture/aborted flowering in some areas in 
August. This all means that the trees are 
going into a wet season with an unprece-
dented reduced production potential, say 
agronomists.
The feeling is that if rains arrive by end-
September, trees, in their weakened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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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우기에 들어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비가 9월 말까지 도착하면, 약해진 상태
의 나무들은 그 비를 주로 살아남는데 사
용하므로 개화 잠재력이 제한될 것 같습
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리는 비는 주로 
다음 해 동안 나뭇잎이 재성장하는데 사
용될 것입니다.
2015/16 커피 수확을 보면, 47,000,000 
가마의 커피가 50,000,000 가마가 넘
었던 2014/15 생산 커피보다 생산량과 
품질 면에서 모두 더 떨어지며, 아라비
카에 관해서만, 시장은 브라질로부터 
30,000,000 가마 수준의 공급량을 필요
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공급량 수준이 기록적인
데다 올해의 불리한 기상 상태가 브라질
의 로부스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
고, 많은 소규모 로부스타 생산국들의 생
산량이 증가되어  세계 로부스타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의 우
기) 흔히 있는 일이지만, 다음 베트남 커
피 수확량은 날씨 요인 때문에 그 해에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가 대
다수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베
트남의 커피 수확량은 증가한 것 말고
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5년 전에만 
해도 20,000,000 가마의 수확량은 많
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시장에
서 30,000,000 가마 정도는 되어야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3년 전만 해도 
세계 로부스타 수요 증가로 인해, 베트남
이 25,000,000 가마를 생산할 필요가 있
었던 것은 분명해졌었습니다. 지금은 약 
28,000,000 가마를 그 수준으로 보고 있
습니다.
더 낮은 생산량 예측은 베트남의 2015/16 
수확량에 대한 경우이지만, 커피네트워
크는 잘 아는 정보통을 통해 수확량이 
약 29,000,000 가마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5/16 공급량이 오직 
25,000,000 가마만 될 것이라는 최근의 
공식 전망과는 대조적입니다. 
2015/16 수확은 11월 후반기에 본격적
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쇄신프로그램을 통해 마침내 5년 전 
9,000,000 가마 이하로 폭락했었던 콜롬
비아 커피 생산량이 12,000,000 가마 이
상의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5/16 시즌에는 이로운 기상상태와 새
로운 수확 나무 그리고 개선된 가격 외에

te, will primarily use the rain to survive and 
therefore limit the flowering potential. And 
follow up rains would primarily be used to 
regrow foliage for the following year.
Looking at the 2015/16 coffee harvest, it 
has been strongly compromise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Production of 
47.0 million bags is lower than 2014/15 
production of over 50 million bags and 
with regard to Arabica only, the market 
needs output levels of 30 million bags 
from Brazil.
The world Robusta market continues to 
be boosted by record output levels in 
Vietnam, by minimal impact on Robusta 
in Brazil from
this year’s adverse weather, and by incre-
ased production in many smaller Robu-
sta producing countries.
As is the case from May to October - 
Vietnam’s wet season - every year, many 
reports swirl that the next Vietnamese 
coffee crop will be notably lower on the 
year due to weather factors.
However, for the past few years the 
Vietnamese coffee crop has done nothing 
but increase. Only five years ago a crop 
of 20 million bags was deemed large, 
but now the market eyes a volume of 30 
million bags. Also, just three years ag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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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2013/14 생산
량이 11,400,000 가마에서 12,600,000 
가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15 총 수확량이 11,400,000 가마
에 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로부스타 
생산은 인도네시아 강세가 계속될 것입
니다. 현재 2015/16 시즌에는 1,000,000 
가마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수확량의 미
발표와 그 국가에서 증가하는 국내 소비
량 때문에 생산 규모는 측정하기 어렵습
니다.

중앙아메리카 커피 생산국들의 건조
한 날씨로 2016/17의 예상 공급량이 감
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커피네트
워크는 그 지역 수확량이 현재 아직도 
2015/16의 수확량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
근의 보고서는 몇 달 간의 가뭄으로 과테
말라의 2015/16 생산량이 3~5%까지 감
소되었으나, 수확량은 아직도 2014/15
의 수확량보다 약 5%가 더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온두
라스와 코스타리카 또한 보통의 5월/7월
보다 더 건조해 영향을 받았지만, 코스타
리카의 2015/16 수확량은 여전히 그 해
에 4.5%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온두
라스의 2015/16 수확량은 그 해에 5%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불리한 날씨 
이전일지라도, 그 해에 8-10%까지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보면, 에티오피아 생산량은 
계속 6-7,000,000 가마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상당히 일정합니다. 우간

became clear that due to world Robusta 
demand growth, Vietnam needed to be 
producing 25 million bags. That level is 
now seen at around 28 million bags.
Lower production forecasts are again the 
case for Vietnam’s 2015/16 crop, but 
informed sources report that the crop 
will be around 29 million bags. This is in 
contrast to recent official forecasts that 
2015/16 output will be only 25 million 
bags.
The 2015/16 harvest should only begin in 
earnest in the second half of November, 
with a clearer idea of production likely Ja-
nuary/February 2016.
The renovation programme is finally lifting 
Colombian coffee production back above 
the 12 million bags level, having slumped 
to below 9 million bags five years ago.
Conditions have been good for the 
2015/16 season, and on top of benefi-
cial weather, newly producing trees and 
improved prices mean that production 
is expected to rise to 12. 6 million bags 
from 11.4 million bags in 2013/14.
Robusta production continues to be 
strong from Indonesia, with the total 
2014/15 harvest estimated to have rea-
ched 11.4 million bags. There could be a 
1 million bag loss in the current 2015/16 
season, but the production size is difficult 
to gauge due to the withholding of crop 
and also grow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country.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dry wea-
ther in Central American coffee countries 
have resulted in reduced potential output 
in 2015/16, but the crops in the region 
are currently still expected to be higher 
on the year than in 2014/15.
The most recent reports suggest the drier 
months have reportedly hit Guatemala’s 
2015/16 production by 3-5%, but the 
crop is still projected to be around 5% 
higher than in 2014/15. Honduras and 
Costa Rica have also reportedly been 
affected by drier than normal May/July 
months, but Costa Rica’s 2015/16 crop 
is still seen 4.5% higher on the year and 
Honduras’ 2015/16 crop is expected to 
rise 5% on the year – although prio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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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커피 생산량은 5년 전 3,000,000 
가마 미만의 수준에서 회복되었으며, 
2014/15 수확량이 날씨의 영향을 받은 
데 반하여, 2015/16 생산량 수준은 약 
3,600,000~3,700,000 가마에 이를 것입
니다. 최근에, 탄자니아 커피 위원회는 
이로운 비와 나무 심기로 인해 2015/16
년은 1,000,000 가마가 넘는 풍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09/10부터  2014/15까지 5년 연속, 세
계 커피의 총 수확량은 새롭게 기록적인 
양을 세우고 있습니다. 브라질 생산량이 
47,000,000 가마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2015/16 세계 수확량이 2014/15 기록에 
맞먹을 수도 있습니다. 2016/17 수확량
은 그 해 초기 단계에서 더 낮지 않기가 
힘들 것이 이미 분명하며, 위에서 언급된 
수치 이외의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무책
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2016/17 수확량에 대해서는 기타 
생산국에서 불리한 기상 상황이 없고 브
라질에서 2015/16에 47,000,000 가마에
서 전년 대비 15%가 감소한다고 가정하
면, 2016/17 세계 수확량은 2015/16 수
확량보다 4-5,000,000 가마가 감소할 가
능성이 있습니다.  

the adverse weather, it had been forecast 
to rise by 8-10% on the year.
As a stand-alone fundamental factor, the 
region’s anticipated production increase 
year-on-year would be negative for the 
market, but its influence is overridden by 
the prospects for Brazilian 2015/16 and 
2016/17 crops.
Looking at Africa, Ethiopian production 
continues to be at a high level of 6-7 mil-
lion bags and is fairly constant. Ugandan 
coffee output has recovered from levels 
of under 3 million bags five years ago, 
and while the 2014/15 crop has been 
affected by weather, the 2015/16 output 
level should reach around 3.6-3.7 mil-
lion bags. Recently, the Tanzania Coffee 
Board has reported that there will be a 
bumper harvest of over 1 million bags in 
2015/16 due to beneficial rain and plan-
tings. For five consecutive years from 
2009/10 to 2014/15, the total world cof-
fee crop set a new record volume.
The 2015/16 global crop could match the 
2014/15 record, depending on whether 
Brazil produces 47.0 million bags or not.
It already appears that the 2016/17 crop 
will struggle to be anything but lower on 
the year, but at such an early stage, it 
would be irresponsible to issue anything 
but the gauge mentioned above. i.e. as-
suming no adverse weather events in any 
other producing country for their next 
2016/17 crops, and assuming a 15% 
fall year-on-year in Brazil from 47.0 mil-
lion bags in 2015/16, the global 2016/17 
crop has the potential to be 4-5 million 
bags lower than in 2015/16.
With 2016/17 not even seeing widespre-
ad flowering as yet, it is impossible to put 
any sort of actual pinpoint figure on the 
crop, but this tentative gauge is being 
used to highlight possible price action in 
the short term.
As a result of the Brazilian fundamentals, 
ICE Arabica is possibly facing a more 
bullish outlook at the current level than it 
was when it was around this level earlier 
in 2014. At that time, the rally was on the 
basis of speculation that Brazil’s 2015/16 
crop was compro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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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asta to coffee 
a story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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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m S.p.A.

파스타부터 커피까지

성공과 기술의 이야기

The story of Opem took root in the Parma 
area of Italy and then rapidly spread its 
wings towards the wider Italian and Eu-
ropean markets.  It is the story of Fabio 
Binacchi, who in 1974 at the age of 26 in-
vested his meager savings to purchase a 
small machine shop, which as well as its 
elderly owners contained the equipment 
necessary to set his dream in motion. 
That dream was to design and manufac-
ture industrial systems.
Parma was already well known for the 
large companies such as Barilla and Brai-
banti which produce dry pasta. Binacchi 
therefore started off in this sector, de-
signing his first systems for weighing and 
packaging short and long (spaghetti) dry 
pasta. Some of these systems are still 
being produced, decades later.
The advent of packaged fresh pasta rev-
olutionized the weighing and packaging 
systems market, and systems suitable 
for this type of pasta were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Giovanni Rana.
Opem also began exports to the US and 

Opem의 역사는 이탈리아 파르마 지역
에 뿌리를 내려서 이후 빠른 속도로 더 
넓은 이탈리아와 유럽 시장을 향해 날
개를 펴고 있습니다.  Fabio Binacchi는 
1974년 26세의 나이에 얼마 안 되는 저
축을 투자해 작은 기계 공장을 매입했습
니다. 노인들이 주인으로 있던 이 공장에
는 그의 꿈을 펼치는 데 필요한 장비도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산업 시스템을 설
계하고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르마는 건파스타를 생산하는 Barilla와 
Braibanti 같은 대형 기업으로 이미 유명
했습니다. 그래서 Binacchi는 쇼트와 롱
(스파게티) 건파스타를 계량하고 포장하
는 첫 번째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이 분야
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 시스템 중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포장된 생파스타의 도래는 계량 및 포
장 시스템 시장에 혁명을 가져왔으며, 
Giovanni Rana를 위해 이런 종류의 파
스타에 적합한 시스템이 설계되고 생산
되었습니다.
Opem은 또한 이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
은 이탈리아 파스타 제조업체 덕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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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들고 미국과 영국으로 처음 수
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매력적인 틈새 시
장인 만큼 곧 이어 경쟁에 불이 붙었습
니다. 유연한 사고를 지닌 Binacchi는 
Opem의 사업 영역을 부가가치가 높고 
전세계 확장 잠재력이 엄청난 제품인 커
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1980년대 당시 직원이 45~50명 정도였
던 Opem은 시스템의 범위를 쇄신하고 
커피 포대용의 계량, 정량주입 및 진공포
장 기계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
음에도 Opem은 이 분야 혁명을 지속하
여 커피 파드, 모든 형태와 재료의 캡슐, 
그리고 이들의 포장을 위한 현재의 소량, 
중량 및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이르렀습니
다. 원두부터 포대 또는 상자에 이르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설립한 지 불과 10년 후인 1984년 Opem
은 SPIP 산업 지역의 신설 사업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직원과 고객 모두 늘어났
고, 커피 분야는 Opem의 핵심 사업이 되
었습니다.
이때 Binacchi는 겨우 36세였지만, 제품 
혁신을 기대하는 커피 로스터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포착하고 이행했습니다. 그
는 성격상 기계만 생산할 것이 아니라 혁
신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시
간과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싶어했
습니다.
회사도 그와 똑같이 헌신적이고 유연하
게 운영되지만, 훨씬 더 많은 전문 기술
과 지식이 더해진 세계화가 많은 혜택은 
물론 심한 경쟁도 가져오면서 Opem은 
미국에 사무실을 열고 최근에는 회사 경
영진, 지역 당국, 많은 고객들,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초대 손님들이 참
석한 가운데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무실
을 여는 등 이미 진행 중인 과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도전
Opem은 Illy, Lavazza, Cafe Noire, 
Vergnano, Bialetti, GMCR, Segafredo, 
Mondelez, Roestfain 및 Opem이 자랑하
는 다른 많은 고객사 등 이 역동적인 분
야의 주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
는 혁신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내 회사 통합에 이어, Opem이 미국
에 GPI Solution 지사를 세우고 브라질
에 두 번째 사무실을 열면서 수출업체로

UK for the first time with this new technol-
ogy, thanks to the numerous Italian pasta 
manufacturers present in these markets.
Competition soon arrived, as in any sec-
tor, being as it was an attractive market 
niche. Binacchi’s flexibility led Opem to 
think of a move into coffee, a product 
with high added value and enormous po-
tential for worldwide expansion.
Opem, which by that point in the 1980s 
had around 45-50 employees, renewed 
its range of systems and began producing 
weighing, dosing and vacuum packaging 
machines for bags of coffee. The compa-
ny then continued to follow the evolution 
of this sector, arriving at the current low-, 
medium- and very high-production sys-
tems for coffee pods, capsules of all for-
mats and materials, and packaging of the 
same. A complete solution, from bean to 
bag or box.
Just ten years after it was founded, in 
1984, Opem moved to newly built prem-
ises in the SPIP industrial area. Both em-
ployees and customers increased, and 
the coffee sector became Opem’s core 
business.
Binacchi was just 36 at this point, but 
he managed to grasp and implement 
the ideas of his coffee roaster custom-
ers looking for product innovations. His 
character meant he would not just manu-
facture the machinery, but also make his 
time and skills available, purely out of a 
love of innovation.
The company works with the same com-
mitment and flexibility, but with even 
more expertise and the knowledge that 
globalization has brought many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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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 주요 시장으로 사세를 확장하여 
긍정적인 실적을 처음 거둔 것은 수출에
서 세계화로 Opem의 점진적인 변화를 
알리는 성장 방향의 최근 단계를 잘 보
여줍니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
에 대한 심층적 지식과 현지 인력 활용이 
요구됩니다.
Opem은 이러한 투자를 결정하고 이
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닌데도 브라질
을 투자지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Opem S.p.A.의 총괄책임자인 Ombretta 
Sarassi는 정확히 이런 상황이 기업가에
게서 최선을 이끌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억측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Opem은 자사와 마찬가지로 항상 새로
운 제품과 기술에 역점을 두는 대규모의 
중요한 고객 기반으로부터 이익을 얻습
니다. 특히 커피 분야는 그렇습니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새로운 나라
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미 기반을 다졌음
을 의미합니다  
파르마에 있는 본사에서 모든 활동을 계
속 관리하는 한편 Opem Brazil에서는 마
케팅 활동은 물론 시스템의 부분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세를 확장 중이지만, 이러한 
전세계 확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리
고 기업가와 직원들이 이탈리아에서 어
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도 회사들이 처
음에 설립된 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
리의 신념”이라고 Sarassi는 덧붙였습니
다. “세계화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but also significant competition, forcing 
the Company to expand internationally 
by means of a process already underway 
with the opening of offices in the US and 
recently in São Paolo - Brazil, attended 
by the company management, local au-
thorities, many customers and a number 
of guest participants involved in the sec-
tor.

The Brazilian challenge
Opem is ready for the innovations con-
tinually demanded by leading compa-
nies in this dynamic sector such as Illy, 
Lavazza, Cafe Noire, Vergnano, Bialetti, 
GMCR, Segafredo, Mondelez, Roestfain 
and many others which Opem is proud 
to serve.
Following the consolidation of the com-
pany in Europe, its expansion into major 
world markets as an exporter and its first 
positive experience with a branch in the 
USA, GPI Solution, the opening of a sec-
ond office in Brazil represents the latest 
stage on a path of growth which will mark 
Opem’s gradual transition from exports 
to internationalization, which will require 
more in-depth knowledge of a country 
and the use of local staff.
Opem has decided to make these in-
vestments and has chosen Brazil as the 
place to do it, despite the economic sit-
uation not being ideal. But it is precisely 
such situations - said Ombretta Sarassi, 
General Manager of Opem S.p.A. - that 
brings out the best in entrepreneurs. It 
is not a shot in the dark, however – as 
previously mentioned, the company 
benefits from a large and important cus-
tomer base which, like Opem, is always 
focused on new products and technolo-
gies, above all in the coffee sector. 
This means that the foundations have 
already been laid to succeed in a new 
country with plenty of growth potential.  
The idea is to start up marketing activ-
ities as well as partial production of the 
systems in Opem Brazil, while keeping 
control of all activities at the company 
headquarters in Parma.
“We are an expanding company, 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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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요 몇 년 동안 진
행되어왔으며, 구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준비하고 능력을 키워 새로운 영역을 탐
구하고 정복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 제
품과 제품의 품질, 그리고 연결된 서비스
는 인적 자본과 더불어 이 엄청난 발전을 
뒷받침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상파울루에 신설한 사무실
투자 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약 200만 유
로를 투입해야 했던 Opem Brazil 사무실
은 Opem Brazil Parma의 미적 기준에 따
라 리모델링을 마친 작은 건물에 들어서 
있으며, 생산 부서, 해외 담당 부서, A/S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지 인력으로 이루어진 이 팀
의 운영은 이미 현지 커피 로스터들 사
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이사 겸 주주인 
Marcelo Provetti가 맡고 있습니다. 커피
와 관련 제품 산업에서 캡슐 시스템의 홍
보와 마케팅을 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캡슐을 위한 생산 공장이 이미 생산 부서 
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브라질 사무실은 Opem을 개발 
잠재력이 큰 남미 시장에 진출, 통합시
키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특
히 브라질은 원료의 주요 생산국일 뿐 아
니라, 유럽 내 이 분야의 발전에 따라 분
쇄부터 가공처리까지 커피 생산에서 수

is our conviction that companies should 
remain where they were founded, even 
when undergoing international expan-
sion and in the face of the difficulties that 
entrepreneurs and employees are fac-
ing in Italy” Sarassi added. “Globaliza-
tion means that it is no longer possible 
for us to work in a traditional manner – 
this change has been in course for some 
years now, and the preparation and skills 
of the old and new generations will need 
to work together to explore and conquer 
new areas. The technological product 
and its quality, and the connected servic-
es will, along with the human capital, be 
key in supporting this momentous devel-
opment”.

The new office in São Paolo
The Opem Brazil office, which required a 
three-year investment plan of around two 
million Euros, consists of a small build-
ing which has been renovated and refur-
bished to Opem Brazil Parma’s aesthetic 
standards, and contains a production 
department, an overseas representative 
office and an aftersales office.
The team, made up mostly of local hu-
man resources, is coordinated by Direc-
tor and shareholder Marcelo Provetti, 
who already has an excellent reputation 
among local coffee roasters. A produc-
tion plant for various types of capsules is 
already present in the production depart-
ment in order to help publicize and mar-
ket this system in the coffee and related 
products industry.
The Brazil office will therefore be an 
outpost for the entry and integration of 
Opem into the South American market, 
which has great development poten-
tial. Brazil, in particular, besides being a 
major raw material producer, has stood 
out over the years in coffee production, 
from grinding to processing, following 
the evolution of the sector in Europe. It 
could therefore become a strategic part-
ner for a company such as Opem, which 
focuses on research into innovative solu-
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and 
quality of the company’s systems,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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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on of futures and options for all major 

coffee markets - New York, London and 

Sao Paulo. We offer market analysis, customized 

strategy development and ovestrategy development and over-the-counter 

derivative structures - complete with individualized 

training and seminars to empower you to make 

well informed decisions.

* Trading in futures, securities, options and OTC 
   products entails significant risks, which must be 
   understood prior to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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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두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모든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높은 수준의 주문 생산을 제공하는 한편 
회사의 시스템 성능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연구에 주력하는 
Opem과 같은 회사에게 브라질은 전략
적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시장은 성장 중이지만 많은 투
자가 필요하다”고 Opem 총괄책임자인 
Sarassi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 맞추어 조정되고 연구와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으로 강화된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고객의 모든 포장 
요구에 완벽히 대응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모든 직원과 파트너의 도움을 
받고 있기에 안심하고 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다. 모두가 성장하고 학습
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미래를 향하여
새 시대로 접어들어도 Opem의 역사와 
성공이 계속되는 것은 Binacchi의 사
업 방식을 받아들이고 보완해주는 직원
과 다른 파트너들의 훌륭한 지원은 물
론, 필요한 교육과 관심 및 의지를 갖고 
Binacchi 사장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는 
Ombretta Strassi의 뒷받침 덕분입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새로운 세대의 직원
들 그리고 이 커플의 딸들로 지금은 성실
하고 능숙하게 이 회사의 중책을 이행하
고 있는 Vittoria, Susanna, Elena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offering efficiency and a high level of cus-
tomization, so it can adapt to custom-
ers’ every need. “The market in Brazil is 
growing but requires much investment”, 
explained Opem General Manager Ms 
Sarassi. “We are taking on this new chal-
lenge safe in the knowledge that we have 
quality systems tailored to the current 
context and strengthened by our ongo-
ing commitment to research and innova-
tion, which makes our products perfect 
for every packaging request, and the help 
of all our employees and partners. It will 
be a growth and learning experience for 
everyone.”

Looking towards the future
Opem’s history and success which is 
continuing into a new era is also thanks 
to excellent support from employees and 
other partners who have embraced and 
supplemented Binacchi’s style of doing 
business, as well as the support of Om-
bretta Sarassi, who with the necessary 
training, attention and commitment, has 
provided the President with invaluable 
assistance.
These partnerships continue with new 
generations of employees and the cou-
ple’s daughters Vittoria, Susanna and 
Elena, who now fulfill key roles in the com-
pany with diligence and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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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sting Control:

Petroncini  
revolutionizes

the world of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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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 컨트롤:

페트로치니

세상의 커피를 혁명시키다

‘페트로치니 임피안티(Petroncini Impianti)’
가 소규모부터 대형 커피 로스팅 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 가능한 탄력적인 
로스팅 컨트롤 시스템을 선보이며 세계 
커피에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페트로치니 임피안트’는 커피, 코코아, 
견과류를 가공하는 완전 가공공장의 설
계와 제작, 설치를 담당하는 세계적인 명
성의 이태리 회사입니다.
이러한 경험에 힘입어, ‘페트로치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깐깐한 장인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로스팅 컨트롤 솔
루션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궁
금하신가요? 대기업과 소규모 커피 로스
팅 업계 모두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
면 가능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그 품
질에 변함이 없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각 
로스팅 업계만이 지닌 독특한 개성을 발
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더 전문화되고 품질 

Petroncini Impianti revolutionizes the 
world of coffee by providing flexible roast-
ing control systems suitable both for small 
and large coffee roasting companies.
Petroncini Impianti is the almost secular 
Italian company renowned worldwide for 
designing, manufacturing and installing 
complete processing plants for coffee, 
cocoa and nuts.
Thanks to its expertise, Petroncini pro-
vides roasting control solutions that can 
meet both the needs of large companies 
and those of the more demanding master 
craftsmen. How is it possible? By meet-
ing the requirement - common to both 
kinds of coffee roasting factories - of pair-
ing the high customization of the product 
with the reliability that its quality will be 
repeatable over time.
It is a concrete response to th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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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엄격해진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
는 ‘페트로치니’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페트로치니 임피안티’의 품질 매니저 ‘
로베르토 페디니(Roberto Pedini)’씨는 “
최신 기술이 장착된 소규모 로스팅 기기
에 대한 수요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까
지 이르렀죠”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커
피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고 최근 들
어서는 다양한 소규모 커피 업체가 탄생
했죠. 이들 업체는 풍부한 향을 품은 품
질이 뛰어난 커피 개발로 시장우위를 꾀
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이러한 변화에 
대형 업체들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새
로운 경쟁에 자극 받아 고객에게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선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이렇게 본사는 시간이 지나
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용량 거피 로스팅 기기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체감했습니다.”
로스팅에 있어서, ‘페트로치니’는 인간의 
미각에 딱딱하고 역하게 느껴지는 가공
되지 않은 초본식물의 알갱이를 전 세계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즐기는 독특한 제
품으로 변화시키는 처리 과정을 중요시
합니다.
현실적으로, ‘페디니’씨가 언급한 것처럼 
로스팅 과정에는 수 많은 변수가 존재합
니다. 기후 조건과 같은 외부적인 변수와 
단일 원산지에서 재배한 생두 또는 혼합
된 생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의 화학
적 변화나 물리적 변화와 같은 내적인 변
수가 있습니다.  

arising from a market much more spe-
cialized and that takes care of the quality. 
“The demand for small roasting ma-
chines with high technologies applied 
has reached unexpected levels” says 
Roberto Pedini, Product Manager of 
Petroncini Impianti. “The coffee market is 
growing and it recently saw the birth of 
many micro coffee companies that aim 
to stand out in the market, by developing 
clearly recognizable coffees with rich aro-
mas. At the same time, this changing has 
also interested the industrial companies, 
that stimulated by new challenges,  can-
not refrain from offering their customers 
high quality coffees. In this way, we have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emand for roasting machines of large 
capacities, that were able to pair large-
scale productions with a constant and 
repeatable quality over time”.
When we hear of roasting, we think of the 
cooking process that allows to transform 
an herbaceous bean, totally stodgy and 
repulsive to the human palate, in a unique 
product enjoyed by billions of people all 
around the globe.
In reality, as Pedini says, many variables 
are involved during the roas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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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커피 추출 방법, 소비 습관 및 
커피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시장의 서
로 다른 성격적 특성이 로스팅 단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변수들이 한데 모여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맛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라이트, 미디엄, 
다크 로스팅 또는 느린 로스팅 기법이나 
빠른 로스팅 기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음미하게 될 커피의 아로마와 바디감 등
을 구분합니다. 로스팅의 최종 결과를 원
두의 색감으로 구분 짓는 이러한 구분법
은 전체적인 품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원두의 품질은 위의 기법 외에도 
로스팅 과정에 관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시간과 온도에 좌우되죠.”
자사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주는 맞춤 
생산과 일관적인 품질 유지는 소규모 로
스팅 업계나 대기업 모두에게 필수 불가
결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치
니’가 다양한 생산 시설에 탄력적으로 적
용 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
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트로치니’는 소규모 로
스팅 시장을 위한 새로운 제품, ‘스페셜
티 커피 로스터 모드. TT5/10(Specialty 
Coffee Roasters Mod. TT5/10)’과 ‘모드. 
TT15/20(Mod. TT15/20)’을 선보였습니
다. 두 제품은 크기가 작은데 반해 산업
용 로스터기에 견줄 수 있는 “프로파일 
로스팅 컨트롤 시스템(profile roasting 
control system)”이라 불리는 로스팅 컨
트롤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버너의 지속적인 조절이 가능한 덕분에 

external variables, related to the climatic 
conditions of the place, and internal var-
iables, related to the chemical and phys-
ical changes that take place during the 
roasting process of the single origin or of 
the green coffee blend.
Furthermore, other factors that affect the 
roasting phase are the different person-
alization criteria connected with the bev-
erage preparation method, the consumer 
habits and the market to which the coffee 
is destined.
All these parameters, together, contrib-
ute to determining the final desired taste.
“Generally we speak of light, medium 
and dark, slow or fast roasting in order 
to classify a variety of features, such as 
aroma and body, that the final drink will 
take. This kind of classification, which 
considers the color as the main bench-
mark for the roasting end, does not guar-
antee a total quality. Actually, quality also 
depends on two other important factors 
involved in the roasting process: the time 
and the temperature”. 
The product customization and the con-
stant quality are essential characteristics 
both for micro roasting factories and for 
large companies. This is the reason why 
Petroncini has developed special soft-
wares that are flexible and suitable for 
different production units.
On this point, Petroncini has put a full 
new product on the market of the micro 
roasters: the Specialty Coffee Roasters 
Mod. TT5/10 and Mod. TT15/20. They 
are roasters characterized by small di-
mensions, but fitted with a roasting con-
trol system that is comparable to the one 
of the industrial roasters: the so-called 
“profile roasting control system”.
Thanks to the continuous modulation of 
the burner, it is possible to pre-set the 
temperature, the roasting air volume and 
the drum rotation speed for every roast-
ing step.
The roasting data can be easily managed, 
displayed and exported by the integrated 
touch panel. Moreover, the temperature 
probes are equipped with a double out-
put signal that allows the connec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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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로스팅 과정에서 온도, 로스팅 공기
량, 드럼로스팅 회전속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스팅 데이터는 내장형 터치 패널로 손
쉽게 관리가 가능하고 데이터의 표기 및 
불러오기 또한 가능합니다. 더불어 온도 
측정기에는 이중 출력 신호가 장착되어 
로스팅 온도곡선 표시를 위한 외부 테이
터 기록장치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로스팅 과정에서는 동일한 온도가 동일
한 시간차를 통해 전달될 수는 있지만, 
커피 원두에는 다른 경로와 수단으로 열
을 전달된다는 것을 상기하는 건 매우 중
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페트로치니’는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덕분에 사전에 
독립적인 변수로 시간을 설정했던 로스
팅 온도곡선을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재
생산 할 수 로스터기가 가능해졌죠.”라며 
‘페디니’씨가 설명했습니다.
‘I.R.C. (통합 로스팅 컨트롤)’이라 불리
는 이 소프트웨어는 배치 당 720kg까지 
소화 가능한 ‘페트로치니 로스터 시리즈 
TMR’에 장착됐습니다. 대기업을 겨냥한 
‘I.R.C.’는 
동일한 원두 제품의 1회 로스팅 사이클
과 그 다음 사이클의 최대 오차가 2/3초
에 불과한 제품으로 첫 번째 배치부터 마
지막 로스팅 사이클까지 제품의 균일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I.R.C.’는 단일 원산지에서 재배된 생두
나 혼합 생두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제품
으로, 다양한 작업 단계에서도 균일한 제
품을 제공하는 믿을 수 있고 정확한 파트
너가 되어 줍니다.  

any external data logger for displaying 
the roasting curves.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at 
in the roasting process the same temper-
atures can be reached in the same time 
interval, but following different paths and 
methods of heat delivery to the coffee 
beans”.
For this reason, Petroncini has devel-
oped an extremely advanced software 
that allows the roaster to actually and 
accurately reproduce the roasting curve 
previously drawn by setting the time as 
an independent variable” explains Pedini. 
This software, called I.R.C. (Integrated 
Roasting Control), is available for the 
Petroncini roasters series TMR up to 720 
kg/batch. Designed for large compa-
nies, the I.R.C. allows to keep a constant 
product quality right from the first batch, 
with cold machine, up to the last roasting 
cycle and with max. 2/3 seconds of dif-
ference between one cycle and the next 
one of the same product.
Moreover, through the control system 
variables, the I.R.C. allows to manage 
each variation of both mono-origin or 
coffee blends to roast, thus becoming a 
reliable and accurate partner for the re-
peatability of the product during the vari-
ous work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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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ts in  
All coffee packaging 

process 



TME is a long-standing company esta-
blished in the plains of the Emilia region in 
Italy and has  settled in the most remote 
corners of the world for a period of over 
thirty years.
Companies from this region are familiar 
with this trend as they have always produ-
ced great products such as food, clothing, 
engines and packaging.
Indeed these areas are known as the 
Food Valley and the Motor Valley, but also 
as the Packaging Valley, which is also po-
pular and significant. This classification 
has a specific value for the representatives 
of this sector: high quality and ongoing 
innovation which TME has depicted in its 
history and machinery: packaging sys-
tems for dusty products such as coffee, 
tea, yeasts, milk and infusions.

TME는 이탈리아 에밀리아 평원에서 시
작한 회사로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30
년동안 전 세계 먼 지역들까지 진출하였
습니다. 
이 지방의 회사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항
상 최고를 만들어 내왔습니다. 음식, 패
션, 엔진부터 포장까지요. 
예, 왜냐하면 이 지방은 푸드 밸리와 모
터 밸리의 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패
키징 밸리로도 불릴 정도로 포장 패키징
에 유명하고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분야
에서의 확고한 차이점을 담은 부분인데, 
높은 품질 그리고 지속적 혁신을 두고 높
은 평가를 받았습니다TME가 역사와 생
산하는 설비에 이러한 가치들을 담기 때
문에 가루 제품인 커피, 티, 효소, 우유 그
리고 보리의 포장 시스템에 신중을 다합
니다. 
2015년도에 회사 매출액은 1천6백만유
로였고 그 중 80%는 해외에서 달성하였
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TME의 국제화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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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E의 성장전략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 목표는 달성하였
고 현재는 이를 강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분야에서도 
최근 몇 년간 TME의 발전 수준이 매우 
대단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TME가 시장진출과 영
업을 하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2016년도에 이룬 중요한 업적이라고 한
다면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새로운 지사
를 연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
는 4년전부터 시장진출을 하였고 1년전
부터 활발히 TME 지사가 세워져서 새로
운 영업개발의 센터역할뿐만 아니라 현
장 A/S 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고객센터
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하게 되면서 현지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더욱 굳힐 수 있었
습니다. 
경영전략에 대해 더 얘기하자면 TME는 
처음부터 커피시장의 큰 잠재력을 믿었
고 오늘날 1회용 커피에 대한 높은 수요
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ME는 경영 3분야 – 마케팅, 영업, 연
구&개발 – 의 시너지 효과를 바라보고 
투자하여 제품을 3가지 라인으로 나눠서 
일회용 포장 커피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의 포장 
니즈에 알맞은 솔루션들을, 커피 로스터
의 수공작업부터 커피 대량생산까지 필
요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TN 캡슐 포장 라인은 구조상 높은 퀄
리티를 자랑하며 높은 생산의 유연성 그

In 2015 the Company ended the year with 
a turnover of about 16 million, of which 
80% from foreign markets. This data by 
itself consolidates TME’s growth strategy 
to expand worldwide as a real success.
Furthermore besides its turnover, there is 
further proof that this business has grown 
consistently over the last years; as a result 
it is a point of reference all over the world. 
Opening the new branch in Brazil, Sao 
Paulo was a mile stone in the develop-
ment plan this year 2016.
Established over the last four years in Bra-
zil, a TME branch is currently operating as 
the core of new business development 
activities and customer service to provide 
on site support services and consolida-
te strong partnerships. TME’s corporate 
strategy readily trusted the potential of the 
coffee market where there is a high de-
mand of single-serve productions. 
Thanks to the partnership between the 
various corporate sectors - Marketing, 
Commercial, Research & Development 
- TME succeeded in presenting a range 
of products for pre-dosed coffee on three 
lines, to provide accurate solutions to pro-
ducers’ various packaging requirements: 
artisan toasting and big coffee business.

The HTN capsule packaging line stands 
out for its high productive quality, its signi-
ficant flexibility and low maintenance 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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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 constant reliability: production speed 
reaches 280 capsules per minute.

The HTN capsule packaging line is ba-
sed on innovative technology and exper-
tise made in Italy. This machine has been 
conceived to reach a high speed produc-
tion output of more than 300 capsules per 
minute.
The CIALDY HT packaging line is based 
on experience, technology and reliabili-
ty, from the over 400 capsule machines 
sold world wide. This is a model update 
of the previous machine, though based 
on the concepts that contributed in the 
company’s success over the last years: 
stability, high quality parts, technology, re-
liability and productive simplicity.

TME’s production flexibility is not limited to 
the wide range of products as the produc-
tion lines may be customised to manage 
various types of coffee capsules or other 
products and use different types of mate-
rials: paper filter, laminates, compostables 
and matched films.
The pilot system set up at TME’s branch in 
Fidenza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cus-
tomised packaging operations, and one of 

리고 오랜 사용에 비해 낮은 수리와 정
비를 장점으로 꼽습니다. 1분에 280개의 
캡슐을 생산하는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
습니다. 
HTS 캡슐 포장 라인은 전부 이탈리아 원
산지의 기술과 전문성의 결과입니다. 1
분에 300개의 캡슐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 순차 작업과 빠른 속도를 지
원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CIALDY HT 포장 라인은 전 세계에 400
대 이상 팔린 챨다머신으로서 경험, 기
술, 신뢰성을 합친 결과입니다. 이전 모
델들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온 
모델이며 그 동안의 회사의 인정받은 장
점들인 내구성, 부품품질, 기술, 신뢰성, 
심플한 구조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TME 생산의 유연성은 제품범위의 넓이
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제품 라
인은 고객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고객화
되어 커피 캡슐이나 기타 생산품의 여러 
종류, 예를 들어 종이필터, 알루미늄 호
일, 생물 분해물질, 랩의 사용에도 알맞
게 고객화 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포장 시스템에서 고객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일은 피덴차에 있는 TME 본사의 
파일럿 플랜트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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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내부에서는 여러 전문 기술자들이 제
품의 관능시험 뿐만 아니라 원하는 포장
재료의 능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준비
하였습니다. 
높은 품질과 끊임없는 혁신, 서두에서 얘
기한대로 이 두 가지가 패키징 밸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회사가 수출하는 가치이
자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이태리를 명품 
생산의 대명사로 만든 주역들입니다.  

its expert technicians offer customers the 
opportunity of a sensory test on its pro-
ducts and the yield of packaging materials 
chosen.
High Quality and Innovation as mentioned 
above are the company’s values worldwi-
de, such as the Packaging Valley, thanks 
to which made in Italy represents high en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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