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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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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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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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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전문가와 기후학자는 엘니료에 대해 주
의 깊은 관찰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해양대기
관리처(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1997 ~ 
1998년에 기록된 활동보다 더욱 강렬해 질 수 있
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비정상적인 기후
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미국해양대기관리처는 또
한 엘니뇨가 2016년 첫 반기동안 지속될 가능성
이 매우 높으며 북반구의 겨울 동안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NSO(남반구의 엘니뇨)라고도 알려진 엘니뇨는 
5년 또는 6년마다 중앙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미
지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현상이다.엘니뇨의 
주요 특징은 태평양의 열대 지역 상의 고기압과 
저기압 지역이 뒤바뀐다는 점이다. 적도 무역풍에 
의해 원래 서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물이 바람이 
불 때 방향을 바꿔 적도 켈빈류로서 작용한다. 따
뜻한 물은 비정상적인 대기 대류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기후 패턴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뭄, 
동남아시아의 약화된 몬순 기후, 브라질 북동지역
의 열풍과 미국 남부와 멕시코를 따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걸친 강우량 증가가 있다.
Crédit Suisse 에 의해 보고된 최근의 보고서는 엘
니뇨에 의해 만들어진 기상 변화가 커피를 포함
한 Soft Commodity산업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비록  다음 수확기 동안의 
전 세계적인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에 대한 경고 현상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커피원두 재배업체 연
합인 NFC 기술부는 더욱 강력한 해충 조절이 생
산 비용 상승을 가져오며 이는 생산 비용의 50 퍼
센트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엘니
뇨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인 인도네
시아에서는 내년 첫 분기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  
2016 - 2017년 수확물의 30 ~ 40%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희생자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과 기술 면에서 열학한 
소농민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perts and climatologists the world over are keep-
ing a careful watch on El Niño. According to the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its current manifestation could be even more intense 
than the record activity registered in 1997-98, which 
generated perceptible climatic anomalies on a global 
scale. The NOAA also considers it highly likely that El 
Niño will continue for the first half of 2016, reaching 
its peak in the northern hemisphere’s winter months. 
Also known as ENSO (El Niño Southern Oscillation), 
El Niño is a climatic phenomenon of unknown origin 
occurring in the central Pacific Ocean every five or 
six years. Its principal feature is an inversion of the 
high- and low-pressure zones in the Pacific’s tropi-
cal belt. The warm water normally driven westwards 
by equatorial trade winds reverses direction, acting 
as an equatorial Kelvin wave, when the winds sub-
side. The warming of the waters produces anoma-
lous atmospheric convection currents which have a 
serious effect on climate patterns.  
The consequences are normally as follows: drought 
in Australia, weak monsoons in south-east Asia, 
heatwaves in north-east Brazil and increased rainfall 
in south-east Brazil, in Argentina, along the southern 
coasts of the US and in Mexico. 
A recent report released by Crédit Suisse predicts 
that the meteorological changes produced by El 
Niño will be most felt by soft commodity industries, 
including coffe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orecast the 
global repercussions for the next harvest, the alarm 
bells are already beginning to ring. In Colombia, for 
instance, the technical service of the National Fed-
eration of Coffee Producers warns that the need for 
more stringent pest controls could push up produc-
tion costs by as much as 50%. 
In Indonesia, historically one of the countries hardest 
hit by El Niño, there are fears that the drought ex-
pected in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 could reduce 
the 2016-17 harvest by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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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전세계 커피 
생산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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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ffee 
Production Deficit 2015/16

9월 말에 브라질의 광범위하고, 중요한 
강우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비에 대
한 장기 예측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
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면, 브라질의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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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초 악천후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커피 나무들이 중요
한 생장부에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
았기 때문에 개화기 전부터 2015/16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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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6 crop and 
that losses already incurred due to dry 
weather earlier in the calendar year are 
now being extended.
While much too early to issue an ac-
curate figure, given widespread flower-
ing has not even started, the impact of 
adverse weather early 2014 is dee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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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gronomists to have stressed Bra-
zil’s coffee trees so badly in key grow-
ing regions, that losses year-on-year in 
2015/16 could be 20% even before flow-
ering – i.e. on the basis of the health of 
the trees at present, and given 2015/16 
is an “off” year.
Of course, debate continues about the 
size of the current 2014/ 15 crop, with 
recent general sentiment being of the fi-
nal 2014/15 crop being 20-30% below 
its original production potential. Coffee-
Network now sees the crop at a max-
imum 20% lower than initial potential, 
but notes that in some regions of Minas 
Gerais the loss could be 30%. This time 
last year, projections were that Brazilian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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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Network began with a figure of 
58 million bags end-2013, but in H1 
of 2014 revised this down to 50 mil-
lion bags. Following recent field visits 
by agronomers for CoffeeNetwork, the 
CoffeeNetwork figure has been adjusted 
to 47.0 million bags. 

피 수확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4/15최종 수확량이 본래 생
산 잠재력보다 20-30% 감소할 것이라
는 최근의 일반적인 정서와 함께, 현재
의 2014/15수확량 규모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커피네트워크는 지
금 수확량이 처음 예상보다 최대 20%는 
더 감소한다고 보고 있지만, 미나스 제
라이스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30%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브라질의 2014/15수확량
은 최종적으로 60,000,000 가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수확
량이 약 40,000,000 가마로 줄어들 거라

Tabella 1 - Consumi totali e pro capite
Global supply/demand estimates to 2015/16 (million bags):

ConsumptionProduction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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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basis of a 47.0 million bags 
crop from Brazil, output of 29 million 
bags from Vietnam, 12.6 million bags 
from Colombia and 10.2 million bags 
from Indonesia, the global 2014/15 cof-
fee crop is estimated at 149.6 million 
bags by CoffeeNetwork. Simply as a 
gauge, assuming no adverse weather 
events in any other producing country 
for their next 2015/16 crops, the global 
2015/16 crop on the basis of possible 
losses in Brazilian output of a midrange 
15% year-on-year given current average 
guestimates ahead of the wet season, 
could be 144.9 million bags.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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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

는 일부 예측과 더불어, 12월 / 3월의 건
조한 날씨로 인해 예상량은 크게 줄어들
었습니다. 커피네트워크는 2013년 말 
58,000,000 가마라는 지수로 시작했으
나,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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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5 세계 커피 수확량
을 149,600,000 가마로 추정하고 있습
니다. 단순히 수치로서, 다른 생산 국가
에서 다음 2015/16 수확량에 불리한 기
상 현상이 없다는 가정 하에, 우기에 앞
서 현재의 평균 추정치를 고려해 볼 때, 
브라질에서 있을 수 있는 전년 대비 미
드레인지 15%의 생산량 감소를 근거로 
2015/16 세계 수확량은 144,900,000가
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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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ion has had to be at record levels to 
satisfy the increase in world consump-
tion. Latest figures suggest that world 
2014/15 coffee consumption will be 
147.1 million bags, meaning a Coffee-
Network world production surplus of 3 
million bags in 2014/15. Looking ahead 
to 2015/16, with steady consumption 
growth of 1.5%, it appears that there 
is no way that the 2015/16 market will 
NOT be in production deficit on the back 
of the likely drop in Brazilian production. 
Not only is the 2015/16 crop deemed to 
have been hit by adverse weather, but 
2015/16 is an “off” cycle in Brazil.
If the Brazilian 2015/16 crop were to fall 
by 15% on the year from 47.0 million 
bags in 2014/15 to 39.9 million  bags 
in 2015/16, which many could argue 
already is a very conservative projected 
drop, and there are no adverse weather 
events in Vietnam, Colombia and Indo-
nesia – with all other indications being of 
slight production rises in the next cou-
ple of years in other nations – the world 

소비
ICE와 LIFFE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아
주 큰 차이의 결과로 특히 활황인 로부
스타의 소비량과 함께 전세계 소비량
은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
며, 몇 년 동안 세계 커피 생산량은 전
세계 소비 증가를 따라가기 위해 기록
적인 수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최근 수
치에 따르면, 2014/15 세계 커피 소비량
이 147,100,000 가마가 될 것이라고 하
며, 이는 2014/15에 3,000,000가마의 커
피네트워크 세계 생산량 과잉을 의미합
니다. 2015/16을 내다보면, 1.5%의 꾸
준한 소비 증가와 함께, 브라질의 생산
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5/16 시장은 공급량 부족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16 수
확량이 불리한 기상 현상의 영향을 받
을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2015/16
은 브라질에서 "휴경" 주기입니다. 감
소량을 매우 적게 잡긴 했지만 브라질
의 2015/16 수확량이 그 해에  2014/15
년의 47,000,000가마에서 2015/16년
에 39,900,00가마로 15%까지 감소하
고, 베트남, 콜롬비아 및 인도네시아에
서는 불리한 기상 현상이 없다고 가정
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앞으로 몇 년 안
에 약간의 생산 증가가 있을 거라는 다
른 모든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2015/16 
세계 수확량은 소비량 149,400,000 가
마가 아닌 144,900,000 가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공급량/수요량
몇 년 동안, 세계 커피 시장은 브라질의 
"경작" 및 " 휴경" 시즌과 비슷한 격년 생
산 주기를 겪어왔습니다 - 즉, 한 해는 
세계 생산량이 과잉인데 이어, 그 다음 
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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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초까지만 해도, 격년 생산 주기
에 따라 "경작"의 해였던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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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tuo caff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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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 crop could be 144.9 million 
bags, as opposed to consumption of 
149.4 million bags.

Global Supply/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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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
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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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Network 
estimates a surplus.
Until early 2014, the 2014/15 season, 
which on the basis of a biennial produc-
tion cycle was to be “on”
year, was projected to show the big-
gest global production surplus since 
2002/03. This hinged on Brazil’s “on” 
2014/15 crop generally being forecast 
to finally reach that much-touted 60 mil-
lion bags barrier.
Such a level from Brazil would have 
meant a third consecutive y ear of world 
production surplus in 2014/15, and 

2014/15 수확량에 달려있었습니다. 
이러한 브라질의 경작 수준은 2014/15
에 3연속 세계 생산량 과잉의 해를 의미
했을 것이며, 3연속 생산량 과잉의 해는 
2002/03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해 이맘때 2013 역년 말에 
커피 가격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었습니
다.
그러나, 두 달 동안에, 그리고 2014년 

Tabella 1 - Consumi totali e pro capite
Brazil, Vietnam, Colombia (Top 3) and others (million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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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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alendar year. However, in the space of 
a couple of months, and the change in 
fortunes for Brazilian 2014/15 produc-
tion given extremely dry weather from 
the beginning of 20 14, forecasts of a 
notable world production deficit began 
circulating for 2014/15 and coffee prices 
surged in Q2 of 2014.
The Brazilian 2014/15 crop is subject 
to various and wide-ranging estimates, 
from as low as 40 million bags to as 
much as 50 million bags. CoffeeNe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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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5 arabica market 
would be in a slight deficit, with the to-
tal market in surplus given the surplus in 
2014/15 robusta.

Brazil
Therefore, a 2014/15 Brazilian crop that 
is finalized less than 47.0 million bags, 
would throw the world Arabica market 

초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을 고려면
서, 브라질의 2014/15 생산량에 대한 
예측의 변화와 눈에 띄는 생산량 부족
에 대한 예상이 2014/15 동안 돌기 시
작해 2014년 2분기에 커피 가격이 폭
등했습니다. 브라질의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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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ella 1 - Consumi totali e pro capite
Arabica & Robusta supply/demand balances (million bags):

Crop year beginning

Arabica Production Arabica Consumption
Robusta Production Robusta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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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much more of a deficit. And on the 
basis of the weather conditions so far 
for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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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portedly at unprecedented levels. Rains 
by the end of September this year will 
not boost production potential, but rath-
er prevent any increase in potential loss 
that has already been seen from the drier 
than normal conditions earlier in 2014.
Temperatures in excess of 91F stopped 
the photosynthesis process during long 
periods of January, February and March, 
and along with a lack of water, this forced 
the tree into survival mode. Not only did 

그러나, 2014/15 로부스타 생산량이 과
잉임을 고려할 때 전체 시장이 과잉임에
도 불구하고, 브라질 수확량 47,000,000 
가마를 근거로 2014/15 세계 아라비카 
시장의 공급량은 약간 부족하게 될 것이
라는 것은 강조 할만 합니다.

브라질
따라서, 최종적으로 47,000,000 가마 미
만이 된 2014/15 브라질의 수확량으로 
인해 세계 아라비카 시장의 공급량은 훨
씬 더 부족해지게 될 것입니다. 2015/16
까지의 기상 상태를 근거로, 세계 아라
비카 시장은 이미 그 주기에서 생산량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은 "보통" 브라질 우기의 시작
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농업경제학
에 따르면, 올해에는 전례 없는 수준으
로 보고되는 나무 스트레스와 하층토 수
분을 포함해 "보통"인 게 아무 것도 없습
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비가 생산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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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ean reduced branch growth for 
2015/16, but it resulted in poor cherry 
filling for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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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
mature/aborted flowering in some areas 
in August. This all means that the trees 
are going into a wet season with an “un-
precedented” reduced production po-
tential, say agronomists.
The feeling is that if rains arrive by 
end-September, trees, in their weak-
ened state, will primarily use the rain to 
survive and therefore limit the flowering 
potential. And follow up rains would pri-
marily be used to re grow foliage for the 
following year.
Looking at the 2014/15 coffee harvest, 
it has been strongly compromise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Produc-
tion of 47.0 million bags is lower than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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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
busta market continues to be boosted 
by record output levels in Vietnam, by 
minimal impact on robusta in Brazil from 

상승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도, 2014년 
초에 정상적인 조건보다 더 건조한 조건
에서 이미 보였던 잠재적인 감소량의 증
가를 다소 막아줄 것입니다.
91F를 넘는 온도로 인해 1월, 2월, 3월
의 긴 기간 동안 광합성 과정이 중단되
었으며 물이 부족하여 나무가 살아 남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2015/16 
동안 줄어드는 가지의 성장이 뿐만 아니
라, 2014/15동안 빈약한 체리 필링을 야
기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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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우기에 들어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비가 9월 말까지 도착하면, 약해진 상태
의 나무들은 그 비를 주로 살아남는데 
사용하므로 개화 잠재력이 제한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리는 비는 주
로 다음 해 동안 나뭇잎이 재성장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2014/15 커피 수확을 보면, 47,000,000 
가마의 커피가 50,000,000 가마가 넘
었던 2013/14 생산 커피보다 생산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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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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질의 로부스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고, 많은 소규모 로부스타 생산국들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세계 로부스타 시장
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의 우기) 
흔히 있는 일이지만, 다음 베트남 커피 
수확량은 날씨 요인 때문에 그 해에 눈
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가 대다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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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30,000,000 가마 정도는 되어야 많은 것
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3년 전만 해도 
세계 로부스타 수요 증가로 인해, 베트
남이 25,000,000 가마를 생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졌었습니다. 지금은 
약 28,000,000 가마를 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낮은 생산량 예측은 베트남의 

this year’s adverse weather, and by in-
creased production in many smaller ro-
busta producing countries.

Vietnam
As is the case from May to October (Vi-
etnam’s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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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rease. Only 5 years ago a crop of 20 
million bags was deemed large, but now 
the market eyes a volume of 30 million 
bags. Also, just 3 years ago it became 
clear that due to world robusta demand 
growth, Vietnam needed to be produc-
ing 25 million bags. That level is now 
seen at around 28 million bags.
Lower production forecasts are again 
the case for Vietnam’s 2014/15 crop, 
but informed sources tell CoffeeNetwork 
that the crop will be around 29 million 
bags. This is in contrast to recent officia 
l forecasts that 2014/15 output will be 
only 25 million bags. The 2014/15 har-
vest should only begin in earnest in the 
second half of November, with a clearer 
idea of production likely January/Febru-
ary 2015.

Colombia
The renovation programme is finally lift-
ing Colombian coffee pro duction back 
above the 12 million bags level, having 
slumped to below 9 million bags 5 ye ars 
ago. Conditions have been good for the 
2014/15 season, and on top of benefi-
cial weather, n e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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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
Robusta production continues to be 
strong from Indonesia, with the to-
tal 2013/14 harvest estimated to have 
reached 11.4 million bags. There could 
be a 1 million bag loss in the current 
2014/15 season, but the productio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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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수확량에 대한 경우이지만, 커
피네트워크는 잘 아는 정보통을 통해 수
확량이 약 29,000,000 가마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4/15 공급량이 
오직 25,000,000 가마만 될 것이라는 최
근의 공식 전망과는 대조적입니다. 
2014/15 수확은 11월 후반기에 본격적
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콜롬비아
쇄신프로그램을 통해 마침내 5년 전 
9,000,000 가마 이하로 폭락했었던 콜
롬비아 커피 생산량이 12,000,000 가
마 이상의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
습니다. 2014/15 시즌에는 이로운 기상
상태와 새로운 수확 나무 그리고 개선
된 가격 외에도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2013/14 생산량이 11,400,000 가마에
서 12,600,000 가마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인도네시아
2013/14 총 수확량이 11,400,000 가
마에 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로부
스타 생산은 인도네시아 강세가 계속
될 것입니다. 현재 2014/15 시즌에는 
1,000,000 가마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수확량의 미발표와 그 국가에서 증가하
는 국내 소비량 때문에 생산 규모는 측
정하기 어렵습니다.

is difficult to gauge du e to the withhold-
ing of crop and also growing domestic 
consumption in the country.

Other Countries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dry weath-
er in Central American co ffee countries 
have resulted in reduced potential output 
in 2014/15, but CoffeeNetwork notes th 
at the crops in the region are currently 
still expected to be higher on the year 
than in 2013/ 14. The most recent re-
ports suggest the drier months have 
reportedl y hit Guatemala’s 2014/15 
production by 3-5%, but the crop is still 
projected to be aroun d 5% higher than 
in 2013/14.
Honduras and Costa Rica have also 
reportedly been affected by d rier than 
normal May/July months, but Costa 
Rica’s 2014/15 crop is still seen 4.5% 
higher on the year and Honduras’
2014/15 crop is expected to rise 5% on 
the year – although prio r to the adverse 
weather, it had been forecast to rise by 
8-10% on the year.
Looking at Africa, Ethiopian production 
continues to be at a hi gh level of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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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들
중앙아메리카 커피 생산국들의 건조
한 날씨로 2014/15의 예상 공급량이 감
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커피네트
워크는 그 지역 수확량이 현재 아직도 
2013/14의 수확량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
근의 보고서는 몇 달 간의 가뭄으로 과테
말라의 2014/15 생산량이 3~5%까지 감
소되었으나, 수확량은 아직도 2013/14
의 수확량보다 약 5%가 더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온두
라스와 코스타리카 또한 보통의 5월/7월
보다 더 건조해 영향을 받았지만, 코스
타리카의 2014/15 수확량은 여전히 그 
해에 4.5%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온
두라스의 2014/15 수확량은 그 해에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불리한 날
씨 이전일지라도, 그 해에 8-10%까지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보면, 에티오피아 생산량은 
계속 6-7,000,000 가마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상당히 일정합니다. 우간
다의 커피 생산량은 5년 전 3,000,000 
가마 미만의 수준에서 회복되었으며, 
2013/14 수확량이 날씨의 영향을 받은 
데 반하여, 2014/15 생산량 수준은 약 
3,600,000~3,700,000 가마에 이를 것입
니다. 최근에, 탄자니아 커피 위원회는 
이로운 비와 나무 심기로 인해 2014/15
년은 1,000,000 가마가 넘는 풍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결론
2009/10부터  2013/14까지 4년 연속, 세
계 커피의 총 수확량은 새롭게 기록적인 
양을 세우고 있습니다. 브라질 생산량이 
47,000,000 가마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2014/15 세계 수확량이 2013/14 기록에 
맞먹을 수도 있습니다. 2015/16 수확량
은 그 해 초기 단계에서 더 낮지 않기가 
힘들 것이 이미 분명하며, 위에서 언급
된 수치 이외의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2015/16 수확량에 대해서는 기타 
생산국에서 불리한 기상 상황이 없고 브
라질에서 2014/15에 47,000,000 가마
에서 전년 대비 15%가 감소한다고 가정
하면, 2015/16 세계 수확량은 2014/15 
수확량보다 4-5,000,000 가마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illion bags and is fairly constant. Ugan-
dan coffee output has recovered from 
level s of under 3 million bags 5 years 
ago, and while the 2013/14 crop has 
been affected by weather, t he 2014/15 
output level should reach around 3.6-
3.7 million bags. Recently, the Tanzania 
Coffe e Board has reported that there 
will be a bumper harvest of over 1 million 
bags in 2014/15 due to beneficial rain 
and plantings.

Conclusion
For 4 consecutive years from 2009/10 
to 2013/14, the total world coffee crop 
set a new record volume. The 2014/15 
global crop could match the 2013/14 re-
cord, depending on whether Brazil pro-
duces 47.0 million bags or not.
It already appears that the 2015/16 crop 
will struggle to be anything but lower on 
the year, but at such an early stage, it 
would be irresponsible to issue anythin g 
but the gauge mentioned above.
i.e. assuming no adverse weather events 
in any other producing country for their 
next 2015/16 crops, and assuming 
a 15% fall year-on-year in Brazil from 
47.0 million bags in 2014/15, the global 
2015/16 crop has the potential to be 4-5 
million bags lower tha n in 2014/15.  





Coffee is deeply engrained in Colombia’s 
history and is an integral part of the cul-
ture, economy and tradition. All Colom-
bian coffees are 100% mild washed Ar-
abica and are grown at altitudes ranging 
from 1,000 to 2,300 meters above sea 
level. Coffee is grown along three differ-
ent mountain ranges of the Andes as well 
as in the Sierra Nevada of Santa Marta. 
Approximately 563,000 coffee growing 
families in 588 municipalities of 20 de-
partments in Colombia are involved in 
the coffee sector. The entire coffee zone 
is comprised of 3.3 million hectares, with 
the coffee growing area totaling 931,000 
hectares. 95% of Colombia’s coffee is 
produced in plantations that are 5 hec-
tares or less, with the average plantation 
size being 1.6 hectares. While Colombi-
an coffee production exceeded 12 million 
bags in the 2013-2014 coffee year, ac-
cording to the latest data from the Co-
lombian Coffee Federation (FNC), it has 
been a long road for Colombian coffee 
sector, overcoming and enduring many 
struggles and obstacles. With the majori-
ty of the country’s coffee owned by small-
holders, Colombia appears to b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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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콜롬비아의 역사에 있어 깊이 스
며들어 있으며 문화, 경제 및 전통으로 
이루어진 집약된 부분이다. 모든 콜롬비
아 커피는 100% 마일드(습식법) Arabica
이며 해발 고도가 100 미터에서 2300미
터에 이르는 지역에서 자란다. 커피는 산
타 마타의 시에라 네바다 지역과 안데스 
산맥의 3개의 다른 산악 지역에서 재배
된다. 
콜롬비아에는 20개 지역의 588 도시에
서 약 56300 가구의 주민들이 커피 산업
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커피 지역은 3백
만 헥타르에 이르며 실제 커피가 재배되
고 있는 지역은 931,000 헥타르에 이르
고 있다. 콜롬비아 커피의 95 퍼센트는 
5헥타르 미만의 평균 1.6 헥타르의 플렌
테이션 방식으로 생산된다. 비록 2013 - 
2014년 커피 생산량이 약 1천2백만 백
(1bag = 35kg)을 초과했지만, 콜롬비아 
커피 연맹(FNC)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
면 콜롬비아 커피 산업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점이 아직 많고 극복하고 견뎌
야 할 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다수를 이루는 소농민에 의해 
운영되는 콜롬비아 커피 산업은 상당히 
변덕스러운 시장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콜롬비아 페소화의 급격한 재평가와 상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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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le to the lows of the notoriously 
volatile market.  
A sharp revaluation of the Colombi-
an Peso and rising labor costs have 
weighed heavily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Colombian coffee industry. In Febru-
ary 2013, Colombian coffee producers 
took to the streets to engage in a national 
strike, which shut down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for the sector in hopes of 
persuading the government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to the sector.  
According to the USDA, coffee producers 
estimate a current production cost of Co-
lombian pesos (CP) $750,000 (US$425) 
per 125 kilogram bag of green coffee.  
As a result of the protests, the govern-
ment reacted with a  subsidy agree-
ment, entitled Protection for the Income 
of Farmers (PIC), which took effect on 
March 18 2013, and ensured grow-
ers a minimum internal floor price of 
CP$480,000 (US$270) per bag and an 
additional CP$145,000 (US$80) per bag 
in the form of a direct payment. 
The government also raised the subsidy 
for small farmers with less than 20 hec-
tares from $33 to $63 per bag. Addition-
ally, if the international coffee price falls 
below CP$480,000 the total amount of 
GOC financial assistance will increase 
through 2013. Currently, the Government 
of Colombia has reduced the amount of 
subsidies now that the price has risen 
above CP$700,000 (US$395). 
After a devastating outbreak of roya, 
the coffee leaf rust disease, the Colom-

승하는 노동 비용은 콜롬비아 커피 산업
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
다. 2013년 2월에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들은 전국적 파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리
로 나왔으며 정부의 커피산업에 대한 추
가적인 지원을 바라며 커피 산업의 생산
과 유통을 차단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커피 생산자들은 
현재의 커피 생산 비용을 125킬로그램
에 이르는 생 커피콩 1백(bag)당 75만 콜
롬비아 페소(425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항의 시위 결과로 콜롬비
아 정부는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합의와 농
가 수입 보전 제도로 답했으며 이들 정책
은 2013년 3월 18월에 발효되었으며 농
부들에게 48만 페소(270 달러)의 최저가 
보장 금액 및 직거래 시 추가적인 약 14
만 페소(80 달러)를 보장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또한 20헥타르 미만의 
소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커피 백당 33달
러에서 63달러로 인상했다. 추가적으로 
만일 국제 커피 가격이 480만 페소 이하
로 하락하는 경우 콜롬비아 정부의 금융 
지원은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농
가 보조금을 낮췄으며 가격은 70만 페소
(395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심각한 커피 녹병의 발생 후에 콜롬비
아 커피 연맹은 전국적 규모의 혁신 프
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09년 초기에서 
2014년 6월 사이, 콜롬비아는 30억 그
루의 커피 나무를 새로 재배하였다. 이
러한 노력의 결과로 콜롬비아 커피 생산
에 이용되는 전체 면적 가운데 60 퍼센트
인 57만 헥타르는 새로운 커피 나무와 더 
높은 커피 나무 밀집도로 바뀌었다. 새로 
심은 나무 가운데 74 퍼센트, 약 2백만 그

Colombia:  
taking the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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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n Coffee Federation initiated a coun-
try-wide renovation program. Between 
early 2009 and June 2014, Colombia re-
newed 3.051 billion coffee trees. 
As a result, 575,000 hectares, or 60% of 
the total area used for coffee production 
in Colombia, has been renovated with 
new trees and higher planting densi-
ty. 74% or 2.262 million of the renewed 
trees are of a rust-resistant varietal. 
The average age of the coffee plantations 
decreased from 12.4 to 7.3 years, result-
ing in a more youthful and productive cof-
fee farms. Despite this appearing to be 
an amazing success story, Colombia is 
not yet out of the danger zone. Recently, 
the once rust-resistant varietals of coffee 
planted have been losing their resistance, 
and the Colombian Coffee Federation to-
gether with Cenicafe must continuously 
research how to stay one step ahead.

A Reduction of Rust Resistance 
Currently, the rust resistant varieties Co-
lombia and Castillo occupy 65% of the 
area planted with coffee in Colombia, 
with 280,000 hectares of Colombia vari-
ety and 330,000 hectares of Castillo. 
The most popular varieties of Arabica, 
Typica and Bourbon, were widely culti-
vated in Colombia until the 1960s. 
Then, the Caturra variety from Brazil was 
introduced to Colombia and reached al-
most 75% of the cultivated area.  
Once the rust arrived in 1970 to America, 
coffee breeders began to use the Timor 
Hybrid, before research allowed Colom-
bia to find rust resistance plants without 
compromising quality. In its research, Ce-
nicafe breeds different varieties of Arabi-
ca to determine which will be the most 
sustainable for Colombia’s unique grow-
ing environment. 
“In the breeding program, scientists in 
Colombia used the Caturra variety as 
one of the parents, to generate the rust 
resistant varieties of Colombia and Castil-
lo, which began to be released in 1982,” 
says Alvaro Gaitan, Head of Plant Pathol-
ogy at Cenicafe. 
“We have been cultivating the species 

루가 커피 녹병에 저항력이 있는 종이다. 
커피 농장의 평균 재배기간은 기존의 
12.4년에서 7.3년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더욱 어리고 생산력이 높은 커피 농장으
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놀라운 성
공 이야기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콜롬비
아는 아직까지 위험 지역인 것이 현실이
다. 최근에는 한때 커피 녹병에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커피 나무가 저향력
을 잃고 있으며 이는 콜롬비아 커피 연맹
과 Cenicafe 측이 지속적으로 한 단계 더
욱 나아가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커피 녹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
는 Columbia와 Castillo 종은 콜롬비아
에서 커피가 재배 중인 면적의 65 퍼
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8만 헥타
르는 Columbia 종이 33만 헥타르에는 
Castillo가 차지하고 있다. 
아라비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종인 
Typica와 Bourbon 종은 1960년대까지 
콜롬비아에서 폭넓게 재배되었다. 
그 뒤로 브라질에서 Caturra 종이 소개되
었고 전체 커피 재배 면적의 75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1970년 한때 커피 녹병이 발생하고 나서 
커피 재배자들은 콜롬비아가 커피 품질
에 영향을 주지 않는 커피 종을 발견하기 
전까지 Timor 교잡종을 이용하기 시작했
다. 연구에서 Cenicafe는 콜롬비아의 특
유의 재배 환경에 가장 지속적으로 성장
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Arabica 종을 재
배하고 있다.
Cenicafe의 식물 병리부장인 Alvaro 
Gaitan은 “재배 프로그램에서 콜롬비아
의 과학자들은 커피 녹병에 저항력이 있
는 Columbia 와 Caastillo 종을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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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a Arabica for more than 200 years. 
However, the varieties of C. Arabica have 
been changing over time, and today 
Typica and Bourbon are hardly planted, 
Caturra has been reduced to 35%, and 
Colombia and Castillo are now predom-
inant.
The Colombia and Castillo varieties have 
proven to be successful in the Colombian 
renovation program, with expectations 
that “Colombia can produce 18 million 
bags by the year 2020, should weather 
conditions permit,” says Luis Fernan-
do Samper, Chief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Officer of the Colombian Cof-
fee Federation.
a small, one-hectare farm that is part of 
the Antioquia Cooperative, production 
has nearly doubled since the 1,500 trees 
were renovated 6 years ago. 
Aside from the renewal making it easier 
to get qualified laborers/pickers, it also 
allowed the farm to become part of var-
ious certifying programs, giving them 
premiums of between 8,00012,000 pe-
sos/load. The owners of the farms, while 
thankful for the renovation program, have 
to be abreast that the new coffee trees 
won’t necessarily keep their resistance 
forever. 
Hence the Cenicafé approach to a multi-
lineal resistance. The weather front is yet 
another source of concern. Visiting An-
tioquia in September, growers were con-
cerned about lack of rain. The first three 

해 Caturra종을 모체 종 중 하나로 사용
했으며 새로 만든 종은 1982년에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lvaro Gaitan 는 또한 “우리는 Cofea 
Arabica 종을 200년 이상 재배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Cofea Arabica 
품종이 변화하였으며 오늘날 Typica와
Bourbon 종은 거의 재배되지 않으며 
Caturra 는 35%, Colombia와Castillo가 
재배 면적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
했다. Columbia와 Castillo 종은 콜롬비
아 커피 연맹의 대외 및 마케팅 부장인 
Luis Fernando가 말하는 “기후가 허락하
는 한 콜롬비아가 2020년까지 약 천만 
백(bag)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와 함께 콜롬비아 혁신 프로그램에서 성
공적임이 증명되었다. 
Antiquia 협동 조합의 일부인 작은 1헥
타르 커피 재배 면적을 가지는 농가에서 
1500 그루의 커피 나무가 새로 재배되어 
6년 전에 비해 커피 생산량이 2배에 이
르고 있다. 
자격을 갖춘 노동력과 커피 수확자를 얻
기가 더욱 쉽게 만든 혁신과 더불어 콜롬
비아 정부는 농가가 다양한 인증 프로그
램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으
며 농가에 인원당 8000~1200 페소의 프
리미엄을 주고 있다. 혁신 프로그램을 통
해 혜택을 받는 농장주들은 새로운 커피 
종이 저항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데에 동감하고 있다. 
따라서 Centicafe 측은 다양한 저항력에 
대해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상 전
선 또한 검토 대상이다. 9월 Antioquia 방
문 당시, 커피 재배자들은 가뭄에 대해 
우려하였다. Fernando Samper는 “첫 3
개월 동안은 날씨가 좋았지만 그 이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현재는 더욱 확장
된 건기 상태에 있으며 2015년의 초에 
발생한 엘니뇨의 가능성도 있다. 건기는 
커피 콩 천공 충 문제를 특정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큰 타격으로 이어
지고 있다. 11월까지 대부분의 커피 재
배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후에 
꽃의 수정을 위해서는 건기 기후가 필요
할 것이다. 충분한 햇살이 없으면 열매는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Fernando 
Samper는 강조하였다. 하지만 꽃 수정
은 2월과 3월에 발생하므로 여전이 날씨
가 작물의 재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
대가 있다. Ferdando Samper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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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 of the year, weather was ideal,” 
explains Samper, “then; however, it start-
ed raining. 
We have now more extended dry periods 
and a possibility of El Niño taking place 
beginning of 2015. Dry périods create 
coffee bean borer (broca) problems in 
certain areas, with big damage. By No-
vember most coffee areas received plen-
ty of rain. 
We will need a dry period for flowering to 
take place later on. If there is not enough 
sun, the fruit will not be produced.” 
Samper emphasizes however that flow-
ering usually takes place in February/
March, so there is still hope for weather 
to help and improve crop conditions. 
“However, with rains and excess humidity 
can come rust (roya),” says Samper. “It 
is well known, in coffee and other crops, 
that pathogens will overcome resistance 
at some point in time,” explains Gaitan. 
“The pathogen acts like a ‘hacker’ and 
tries in a systematic way to find a gene 
combination that enables it to attack the 
plant. 
This is a natural phenomenon that is pro-
moted through mutations in the genome 
of the pathogen. Out of billions of spores 
produced each season, a few mutants 
will have the right combination that can 
break the resistance.” 
“Since the 1990´s we have been detect-
ing this ‘brake of resistance’ in our rust 
resistant varieties Colombia and Castillo. 
To counteract these events, Colombian 
breeders have used biological diversity, 
and instead of using a single genetic line 
of coffee, they made a mixture of 40 or 
more genetic lines to make up a Com-
posite Variety. In this way, although the 
rust can still find a genetic combination to 
attack a single coffee line.
It is very hard to find a combination that is 
effective in ALL the lines. This gave us a 
‘durable resistance’, where it is possible 
to have plantations with some levels of 
rust, but that is so reduced that no con-
trol is needed and has no effect on yield. 
Today, 30 years after the release of the 
Colombia variety, it still holds this durable 

비와 높은 습도는 커피 녹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Alvaro Gaitan은 커피
와 다른 작물에서 커피 녹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언젠가는 저항력을 무력화시
킬 것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병원체는 일종의 
해커와 같이 행동하며 체계적인 방법으
로 식물을 공격할 수 있는 게 가능하도
록 하는 유전자 조합을 찾는 것을 시도
하고 있다. 이는 병원체 유전자의 변이를 
촉진하는 자연 현상이며 매 시즌마다 자
라는 수십 억 개의 배종 가운데 몇 개의 
변종은 저항력을 깨뜨릴 수 있는 유전자 
조합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1990년 이래로 우리는 커
피 녹병에 저항력이 있는 Columbia 종과 
Castillo종에서 이와 같은 저항력이 사라
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
상을 극복하기 위해 콜롬비아 커피 재배
자들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이용하여 단
일 유전자 종의 커피만을 재배하는 대신
에 구성체의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 40
가지 이상의 더 많은 유전자 종을 배합
하여 재배하였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비
록 커피 잎 병이 단일 종의 커피 나무를 
공격하기 위한 유전자 조합을 여전히 찾
을 수 있지만 재배되는 다양한 모든 커피 
나무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적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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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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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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consultancy on the coffee 
production processes in order to ob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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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서비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그린 커피 정선으
로부터 로스팅, 갈기 그리고 제품취급
에 이르기까지 커피가공을 위한 완벽한 
턴키 공장들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며 설
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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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COFFEETREND MAGAZINE / SPECIAL EDITION 201531

resistance, demonstrating the effective-
ness of the concept.” 

But the Rust Keeps Rising 
Previously, coffee rust attacked at lower 
altitudes, so the resistant varieties of Co-
lombia and Castillo were most predomi-
nant there and Caturra remained the vari-
ety of choice at higher altitudes.
“However, with the negative effects of the 
rust even at high altitudes in the recent 
epidemics in the country, more and more 
plots above 1,600 meters now have 
Castillo, and those coffees are compet-
ing fairly and with good results against 
the traditional susceptible varieties,” says 
Gaitan. 

From Laboratory to Coffee Farm 
Regional “strands” of the Colombia vari-
ety allow farmers to plant coffee that is 
more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condi-
tions of their farm. 
These regional varietals of Colombia pro-
duce 12% more than the “general” Co-
lombia variety, which in turn has higher 
yields than Caturra. Currently, Cenicafe 
has 7 regional varieties and expects to 
generate a few more to respond to addi-
tional needs. 
At least 12 years of research must be 
spent testing new varietals before they 
can be planted in coffee fields throughout 
Colombia. Cenicafe studies the behavior 
of new varieties in order to determine 
their production capacity, ability to adapt, 
resistance to rust and quality in the cup. 
“Once the components of a new varie-
ty are defined, we must guarantee that 
the seeds are properly produced and 
distributed at a very low price. We con-
trol the seed production fields, and have 
a traceability system to determine where 
each bag of seeds is coming from,” says 
Gaitan. 
After the farmer is able to receive the new 
varieties, assistance is then provided aid-
ing them throughout the germination.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in coffee 
breeding, multiple regional assays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to see the effect of 

찾는 것은 어렵다. 이는 견고한 저항력을 
제공하며 커피 농장에서 커피 녹병이 어
느 정도는 발생하겠지만 영향을 받는 작
은 규모에 불과하며 어떤 인위적인 조절
이 필요하지 않고 생산량에 영향도 미치
지 않는다. Columbia 종이 보급된 지 30
년이 지난 오늘날 Columbia종은 견고한 
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 많은 
노력의 영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커피 녹병은 계속되고 있다
이전에 커피 녹병은 낮은 해발에서 발
생했다. 그래서 이 병에 저항력이 있는 
Columbia와 Castillo와 같은 종이 이 지
역에서 많이 재배되었으며 Caturra 종은 
보다 높은 해발 지역에서 선택의 종으로 
남아있다.
Alvaro Gaitan은 “그러나 최근 콜롬비아
의 커피 녹병의 유행과 더불어 높은 해발 
지역에서조차 이 병의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가운데 해발 1600미터 이상의 지
역에서도 Castillo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들 커피 종은 치열하게 상당히 경쟁하며 
기존에 적응하는 종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연구실에서 커피 농장까지 
Columbia 품종 재배를 위해 지역 ”해안
가(strands)”에서 농부들에게 그들의 농
장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커피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Columbia 품종
의 지역 품종은 일반적인 콜롬비아 품종
에 비해 12퍼센트 더 생산하며 Caturra
에 비해 더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현재 Cenicafe측은 7개의 Columbia 품
종에 대한 지역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
가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생산량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롬비아에 걸친 커피 농장에 새로운 커
피 종을 심기 전에 적어도 12년의 연구
를 통해 새로운 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한다. Cenicafe는 생산능력, 적응 
능력,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 및 커피 품
질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종의 행태를 
연구한다. 
Alvaro Gaitan “새로운 종의 요소가 정의
되면 우리는 커피 씨가 적절하게 자라고 
매우 낮은 가격으로 분배되도록 보장해
야 한다. 우리는 커피 씨 생산 농장을 통
제하고 각각의 커피 씨 백이 어디로 가
는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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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vironment in the plants,” explains 
Gaitan. “Colombia is very rich in geo-
graphic diversity (altitude, soils, thermal 
amplitudes, rain and sunshine patterns), 
and the data from those experiments 
indicated us which genetic lines can be 
used across the county and which ones 
give better results only in certain places. 
Since the environment defines in almost 
70%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p, we 
are providing with the genetics of the 
bred varieties the ‘down payment’ to 
start building a good cup of coffee, which 
must be complemented with proper 
plantation management, harvesting and 
processing.” 
Today, Cenicafé keeps working on gen-
erating technologie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breeding the varieties of 
the future that should have resistance to 
diseases and plagues, better adaptations 
to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improved assimilation of nutrients, and 
even better cup attributes than the cur-
rent varieties. 
Although, “these varieties by themselves 
are not the solution,” notes Gaitan. “Cof-
fee breeding must be used with other 
technologies such as agroforestry, pres-
ervation of the rich biodiversity present 
in coffee plantations, integrated disease 
and pest management and efficient use 
of water and human resources.” 

Peering into  the Future 
The 2008-2011 crisis left the Colombian 
coffee sector with no other choice but to 
rebuild. It refocused efforts and began 
a country-wide renewal leaving coffee 
farms just now entering into their harvests 
with maximum productivity. 
Climate variability became more of an area 
of concentration than it has ever been. 
Productivity, without sacrificing quality, 
became the priority, the solution and the 
ultimate goal. As these once resistant 
varieties slowly lose resistance, Cenicafe 
and the Colombian Coffee Federation aim 
to continuously evolve and innovate, pro-
viding groundbreaking solutions for their 
smallholder coffee farmers  

말한다. 농부들이 새로운 커피 종을 받고 
난 다음에 발아 시기에 걸쳐 지원이 이루
어진다. 
Alvaro Gaitan은 “커피 종이 선택되는 동
안 식물에서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다양한 지역적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말한다. 
“콜롬비아는 지리적 다양성(고도, 토양, 
기온, 비 및 햇살 패턴)이 매우 풍부하며 
이러한 실험 결과로 얻는 데이터는 어떤 
유전자 라인이 콜롬비아에 걸쳐 재배될 
수 있는지와 어떤 종이 더 특정 지역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지 보여준다. 
재배 환경이 커피의 성질 중 70 퍼센트를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커피를 만
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커피 종
의 유전적 특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
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커피 농장 관리, 
추수 및 처리가 뒤따라야 한다” 
오늘날, Cenicafé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
으며 병충해에 저항력이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고 향상된 영양소 
흡수와 현재의 품종보다 더 나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 데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Alvaro Gaitan는 “이러한 품종 자
체가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하며 “커피 
품종 번식은 혼농임업, 커피 재배 지역에
서의 풍부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 종
합적인 병충해 관리와 물 그리고 인적 자
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같은 다른 기술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목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걸친 위기는 
콜롬비아 커피 산업을 새로운 혁신으로 
이끌었다. 또한 콜롬비아는 노력을 다시 
집중하여 커피 수확을 최대의 생산성으
로 올리는 전국적 규모의 혁신을 시작했
다. 
기후 다양성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품질을 훼손하지 않은 
생산성은 중요한 우선 순위이자 해결책
이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 이들 커
피 녹병에 저항력이 있는 종들이 저항력
을 잃어감에 따라 Cenicafe와 콜롬비아 
커피 연맹은 지속적으로 소규모 커피 농
장주들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
하면서 성장하고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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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환율:  
명확한 연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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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ctuating currency values in producer 
countries are having a substantial impact 
on the coffee market
In recent months the coffee market has 
been feeling the effects of falling currency 
values in a number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ruth, so has the entire com-
modities market. A weakening of local 
currency values against the dollar means 
higher domestic coffee prices. The short-
term impact is an increase of sales and 
exports; the long-term impact is a pro-
bable boost to production. In both cases, 
prices are pushed down. Much depends 
on the dollar component of input costs – 
as local currencies lose value against the 
dollar, these costs will obviously increase.  
The coffee industry remains one of the 
main sources of hard currency (US dollars) 
for producer countries. Although they earn 
fewer dollars from coffee than fifty years 
ago, some countries are still heavily de-
pendent on it. 
The higher a country’s production quo-
ta, the greater the impact of its currency 

커피 생산 국가에서의 환율 값의 변동이 
커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몇 개월 커피 시장은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환율 하락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전체 커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달러화에 비해 국가
별 화폐 가격의 약화는 더 높은 국내 커
피 값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영향은 판매
와 수출의 증가이다. 장기적인 영향은 가
능한 생산에서의 촉진이다. 두 경우에 있
어 가격은 하락한다. 많은 부분이 입력 
비용의 달러화 요소에 의존한다. 국내통
화가 달러화에 비해 가치를 잃게 되면 이
러한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커피 산업은 커피 생산국에 있어 견고한 
환율(달러) 수입원 중 하나이다. 비록 커
피 생산국들이 50년 전에 비해 더 적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몇몇 국가들
은 커피 산업에 여전히 상당하게 의존적
이다. 
커피 생산국의 커피 생산량이 증가할수
록 2015년 브라질산 커피의 판매에 영향
을 주는 압력에 의해 너무나 명확하게 보
여지는 것과 같이 세계 커피 시장에 대한 
환율 변동의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Coffee and  
exchange rates:  

a clear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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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ctuations on the world coffee market, 
as shown only too clearly by the pressure 
affecting Brazilian sales in 2015.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al-dollar 
exchange rate and Arabica prices has in-
creased over the last ten years. Though 
factors of supply and demand obviously 
have their weight, it seems clear that the 
current low prices of Arabica futures are 
more closely connected to the weakness 
of the real. 
The state of the Brazilian currency is ex-
pected to continue to exert pressure on 
prices in New York, all the more so at a 
time when production prospects appear 
somewhat brighter than they did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July the real continued to fall, showing 
a loss of 17% against its value at the end 
of last year. And it is predicted that it may 
lose at least another percentage point by 
the end of this year. Recent losses have 
been amplified by fears that president Dil-
ma Rousseff does not consider Brazil’s 
credit rating to be a priority. Rousseff has 
decided to adjust this year’s primary sur-
plus target from 1.1% to 0.15% of GDP, 
which will increase the risk of downgra-
ding. 
Unlike Brazil, in volatile periods Vietnam 
tends to keep hold of its stocks, either as 
a hedge or a liquid asset. In recent months 
it has faced increasing competition from 
Indonesia, since the rupiah has lost value 
against the dong. In its favour it can count 
on low interest rates and warehousing 
techniques which enable sellers to hold 
their stocks until prices reach a more de-
sirable level. 
In May Vietnam devalued its currency 
for the second time this year, cutting the 
average exchange rate from 21,458 to 
21,673 dong to the dollar. This followed a 
1% devaluation in January. 
Raw coffee traders in Vietnam know that 
a weak dong entails higher costs for agri-
cultural inputs paid for in dollars. But the 
drop in value of their currency has not had 
a significant impact, partly because of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use of fertili-
sers since Vietnam began to assert itself 

실제 달러 환율과 아라비카 커피의 가격
과의 연관 관계는 지난 10년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비록 수요와 공급의 요소가 
중대하게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아라비카의 낮은 가격이 실제 국가별 화
폐 가치의 약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브라질 화폐의 상태는 뉴욕에서의 가격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기
대되며, 따라서 더욱 생산 전망이 이번 
해 시작에 비해 더욱 더 밝을 것으로 전
망된다. 
7월에 환율 가치는 계속 떨어져 지난 해 
말에 비해 17 퍼센트의 손실을 보여줬다. 
그리고 환율 가치가 금년 말까지 적어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최근의 손실은 Dilma Rousseff가 브
라질의 신용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다는 두려움에 의해 증폭되었다. Dilma 
Rousseff는 이번 연도의 흑자 목표를 
GDP 의 1.1퍼센트에서 0.15퍼센트로 조
정하였는데 이는 좌초의 위험을 증가시
킬 것이다. 
브라질과는 다르게, 변동이 심한 기간 동
안에 베트남은 헤지 펀드나 유동성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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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international producer at the turn of 
the century. 
Vietnamese coffee exports have stagna-
ted in recent months, to the advantage 
of Indonesia in the last few weeks. This is 
a result of the greater devaluation of the 
rupiah than the dong against the dollar, 
mentioned above. 

The weak rupiah gave a strong boost to 
Indonesian Robusta exports to Europe in 
June, when imports from Sumatra, the 
country’s main coffee-producing area, 
jumped by 20%.
The Indonesian rupiah has been the se-
cond-worst performing currency among 
Asia’s emerging economies (the wooden 
spoon goes to the Malaysian ringgit), lo-
sing 8%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It 
is expected to lose further ground by the 
end of 2015 as a result of the country’s 
current account deficit and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In July the Bank of 
Indonesia adjusted its maximum GDP 
growth forecast for the current year from 
5.4% to 5.2%.
In 2014 Indonesia’s economic growth fell 
to its lowest level in the last five years, with 
a drop in exports and investments alike. 
GDP increased by 5.02%, compared to 
the 2013 figure of 5.58%. 
Turning to the last of the world’s biggest 

으로서 그들의 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경
향이 있다. 최근 몇 개월간 베트남은 인
도네시아 루피아가 베트남 동에 비해 가
치를 잃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로부
터 증가하는 경쟁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환율이 더욱 이상적
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판매상들이 그들
의 지분을 동결하도록 낮은 금리와 저장 
기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5월 베트남은 이번 해에 두 번째로 환
율 가치를 절하하여 평균 환율이 달러당 
21,458 동(dong)에서 21,673 동 가치로 
조정되었다. 이것은 1월에 비해 1퍼센트 
하락한 수치이다. 
베트남에서의 커피 무역상들은 약화된 
동이 달러화로 지불되는 농업 투입 비용
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환율 가치의 하락이 부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
는 베트남이 1세기를 거치면서 국제 커
피 생산 국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선언
한 이래로 비료의 사용을 상당히 줄였기 
때문이다. 
베트남 커피 수출은 몇 달간 정체기에 있
었으며 이는 지난 몇 주간 인도네시아에 
이익을 가져왔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달
러화 대비 베트남 동에 비해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의 더 많이 절하된 결과이다. 
약세인 루피아 화폐는 6월 유럽으로의 
인도네시아산 Robusta 수출에 강력한 
도약을 제공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커피
의 주요 산지인 수마트라지역에서 수출
할 때 수출량이 20퍼센트까지 증가하였
다
인도네시아 루피화는 아시아의 떠오르
는 국가(제품 하나하나가 링깃(linggit) 
화폐 단위로 매겨지고 있다)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평가 가치가 금년 시작 이래로 8% 하락
하였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재정 적자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 2015년 말까지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에 인도네
시아 은행은 금년 최대 GDP 성장 예측
을 5.4 퍼센트에서 5.2 퍼센트로 하향 조
정하였다.
2014년에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수출과 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지난 5년 
동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GDP는 
2013년 5.58 퍼센트에 비해 낮은 5.02 
퍼센트를 기록하였다. 
다시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생산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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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producers, the Colombian peso 
is at its lowest level against the dollar for 
the last ten years. At present one dollar 
costs about 2,800 pesos, compared with 
2,200 in January and 1,800-1,900 last 
year, when the country was enjoying an 
investment boom, particularly in the oil 
industry.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oil accounts for about half of Colombia’s 
foreign currency earnings, and falling oil 
prices have been a major factor in the we-
akness of the peso. 
A weak peso has stoked further sales 
pressure at a time when Colombian pro-
duction is on the increase from its mini-
mum  levels recorded in 2008-09. 
Since the four countries analysed here ac-
count for about 100 million of the world 
total of almost 150 million bags produced 
in 2014-15, fluctuations in their currenci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ffee 
market. The current downward pressure 
on world coffee futures markets is there 
for all to see. If the recent and present 
fall in these currency values continues at 
the same rate, and in the meantime the 
market is able to find some short-term 
support, it will be reasonable to expect an 
increase in producer countries’ domestic 
prices against prices on the futures mar-
kets, with a consequent reduction in the 
differentials.   

돌아가서 콜롬비아 페소는 지난 10년간 
달러화에 비해 가장 가치가 하락한 것을 
보여줬다. 현재 1달러당 약 2800 페소에 
이르며 이는 1월 2200 페소, 콜롬비아가 
특히 석유 산업에 투자 붐이 일어난 지난 
해인 1800~1900 페소에 비해 증가한 수
치이다. 이는 석유 산업이 콜롬비아 외화 
벌이의 절반을 차지하고 떨어지는 석유 
가격이 페소화 약세의 주요한 원인이라
는 점에 있어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약세인 페소화는 2008 ~ 2009년 콜롬비
아의 커피 생산량이 최저 수준에서 증가 
추세에 있을 때 판매에 열을 올렸다. 
여기에서 분석된 4개의 나라들은 2014
년 ~ 2015년 생산된 1억5천만 커피 백
(bag) 가운데 약 1억 팩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환율에서의 급격
한 변화는 커피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
친다. 세계 커피 미래 시장에 대한 하락
세는 그러한 결과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
다. 지금과 같이 환율 값이 계속 같은 비
율로 하락한다면 시장은 단기적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커피 생산국의 국
내 가격이 차이의 결과적인 감소와 함께 
미래 시장에서의 가격에 비해 상승할 것
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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