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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7/2018 년 커피 작물에 대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1,510,000 60kg 봉지에 
도달했습니다.
커피 생산량은 이전 생산량에 비해 11.4 % 증가
했는데 이는 로스 산토스 (Los Santos)라는 주요 
생산 지역의 양적 측면에서 결정적 기여로 연간 
생산주기의 대부분을위한 좋은 기상 조건과 섬
세한시기에 유리한 기상 조건을 누릴 수있었습
니다. 관목의 개화. 
분석가들은 다음 수확기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
면 6 개월주기를 기준으로 약 10 %의 전체적인 
감소를 예상하며 이미 중부 및 서부 센트럴 밸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의 커피 생산량은 이전 수확량 대
비 17.6 %의 급격한 감소로 11.4 %의 반등을 보
였습니다. 코스타리카 커피 연구소 (ICAFE)가 
제공 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5/2016 년 커피 동
안 코스타리카 커피 생산자는 43,035 명으로 작
년보다 2410 명 줄었다. 
이 숫자는 2005/06 년도에 53,000 명 이상의 생
산자가있는 생산자 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중
요합니다.
미국 통계청이 실시한 2014 년 농업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84,133 헥타르의 
면적에 26,527 개의 커피 농장이 조성 된 것을 기
록했다. Central Valley의 도시화로 인해 손실 된 
일부 지역을 보상하기 위해 Terrazù 지역.
지역 산업계가 제공 한 정보에 따르면 2017/2018 
년 소비는 약 375,000 봉지에 도달 할 것이며 
2018/2019 년에도 변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해
야합니다. 코스타리카는 거의 성장이없는 5 백
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1 % 미
만).   

Editorial
Based on preliminary data for the 2017/2018 cof-
fee crop, Costa Rica has reached 1,510,000 60kg 
bags. Coffee production increased by 11.4% com-
pared to the previous harvest, thanks to the decisive 
contribution in quantitative terms of the main pro-
duction area Los Santos, which was also able to en-
joy favorable weather conditions for most of the an-
nual production cycle and in the delicate moment of 
flowering of the shrubs. Looking at the forecast for 
the next harvest, analysts already expect a downsiz-
ing of production with an overall decrease of about 
10% on the basis of the six-month cycle, which 
should particularly affect the Central and Western 
Central Valley areas.
The coffee production of this latter year has there-
fore rebounded by 11.4%, after a sharp decline of 
17.6% relative to the previous harvest. According 
to data provided by the Costa Rica Coffee Institute 
(ICAFE), during the 2015/2016 coffee year the num-
ber of coffee producers in Costa Rica fell to 43,035 
(2,410 less than the previous year). This figure ap-
pears even more significant when compared to the 
number of producers in 2005/06 with over 53,000 
active producers.
According to data related to the 2014 agricultural 
census conduc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
tistics and Census, Costa Rica recorded a presence 
of 26,527 coffee plantations developed on an area 
of 84,133 hectares, extension maintained roughly 
unchanged to date with some new production ar-
eas added in the Terrazù area to compensate for 
some areas lost for urbanization in the Central Val-
ley.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local 
industry, consumption for 2017/2018 will reach ap-
proximately 375,000 bags and should remain at an 
unchanged level also for 2018/2019. Costa Rica 
has a population of 5 million people with very little 
growth (less than 1%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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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대 커피 시장
은 독일과 이탈리아

European Coffee 
Market 2017:

consumption is 
slightly reduced

유럽커피산업연합에서 분석한 유럽 커
피시장
2017/18 유럽 커피시장 보고서(2017/18 
European Coffee Report)에 따르면 28
개 회원국 기준 유럽연합은 2017년 약 
54,056,065 자루 (*참고: 원두 한 자루는 
약 60kg)를 수입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시장은 EU 제2대 커피 
수입 대국으로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전
체 커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표1 참고) 2017년 기
준 생두 18,291,322 자루를 수입함으로
서 EU 최대 커피 수입시장으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사상 최고 수입
량을 기록했던 전년도 19,008,902 자루
에 비하면 3.8% 다소 감소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탈리아도 2017년 9,387,612 자
루를 수입하면서 전년도 9,500,000 자루 
대비 1.5% 수입 감소했다.  
이러한 커피 수입 감소 추세는 다른 EU 

The overall import of Western Europe, 
which conventionally includes the 28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plus 
Switzerland, Norway and Iceland, de-
creases by almost 2 million bags and 
stands at just under 57.1 million.
Negative changes also characterize im-
ports for the other main EU consumer 
countries: -10.5% for Belgium, -4.8% for 
Spain, -3% for France and -9.3% for the 
United Kingdom Kingdom.
The Netherlands and Poland are an ex-
ception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im-
ports of 16.8% and 12.9% respectively. 
Switzerland is also growing outside the 
EU with a 5.2% increase.
Germany and Italy are confirmed as the 
two highest markets of the European 
Union. According to the European Cof-
fee Report 2017/18, these two countries 
account for over half of the EU’s 28-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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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s, which last year saw a 3.7% de-
cline resulting in 54,056,065 bags.
The German domain is uncontested: the 
figures of the statistical compendium pub-
lished by the European Coffee Federation 
indicate that Germany (table 1) imported 
in 2017 18,291,322 bags of green coffee. 
A figure down by 3.8% compared to the 
record volume of 19,008,902 bags regis-
tered in 2016. In partial decrease (-1.5%) 
also the import of Italy, which drops to 
9,387,612 bags from over 9 one and a 
half million two years ago.
Taking as reference the last two years 
(2015-2017), Italy is the country that 
shows the greatest increase in absolute 
terms (table 2): +35,364 tons, equal to 
589.400 bags more (+6.7%). Behind our 
country: Holland (32,423 tons, +21.1%), 
Germany (20,048 tons, +1.9%), Poland 
(12,718 tons, +12.2%) and Sweden 
(9,452 tons, +9.6%). Greece, France, the 
Czech Republic, Belgium and the Unit-
ed Kingdom, on the other hand, are the 
countries that suffered the greatest de-
creases during the same period.
Data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un-
fortunately stop at 2016. In the ten coun-
tries considered (table 1bis), imports 
reached a total of 8,248,000 bags two 
years ago, up 8.2% on 2015. A take the li-
on’s share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5.233 million bags imported (+11.1%). 
Summing up the data indicated above to 
that of Western Europe, there is a total of 
67,307,746 bags for 2016, an increase of 

주요 커피 소비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벨기에의 경우 10.5%, 스페인
은 4.8%, 프랑스는 3%, 영국은 9.3% 각
각 수입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네델란드
(+16.8%)와 폴란드(+12.9%)는 예외적
인 수입 증가세를 나타내주었다. 
EU역외 시장으로는 스위스가 5.2%의 
커피 수입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EU 28개 회원국 및 스위스, 노르웨이, 아
이슬랜드를 포함하는 서유럽 전체 커피 
수입량은 약 57,100,000 자루에 못미쳐 
전년도에 비해 2백만 자루 상당의 수입
(-3.3%)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성장하는 러시아 시장
아쉽게도 중부 및 동유럽 커피시장의 최
신 통계수치는 2016년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10개국의 수입량 규모는 2년전인 
2015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8.2%의 증
가세를 보이며 총 8,248,000 자루에 이
르렀다. 이중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준 시장은 러시아로 전년대비 11.1%가 
증가한 약 5,233,000 자루를 수입했다. 
앞서 말한 서유럽시장 커피 수입량과 합
치면 2016년 기준 전체 67,307,746 자루
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년대
비 5.9% 성장한 수치다.  

긍정적인 이탈리아 시장 트렌드 
2015년~2017년 2년간의 시장현황을 보
면 이탈리아는 수입량 절대 기준치에서 
큰 폭의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약 35,364톤의 수입 증가가 이루
어졌으며 이는 589,400 자루에 해당하
는 수치로 약 6.7% 성장한 셈이다. 이외 
네덜란드는 32,423톤 (+21.1%), 독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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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imports of green coffee into Western Europe by country 2015 – 2017 in tonnes and in 60 kg bags

Country 2015 2016 2017

 in tonnes in bags in tonnes in bags in tonnes in bags

AUSTRIA 16,226 270,437 15,834 263,905 16,372 272,873
BELGIUM 280,843 4,680,722 303,774 5,062,902 272,000 4,533,327
BULGARIA 29,544 492,403 32,344 539,072 29,008 483,458
CROATIA 16,520 275,333 17,919 298,655 15,778 262,965
CYPRUS 1,012 16,862 1,590 26,502 1,519 25,322
CZECH REP. 21,130 352,162 17,762 296,033 12,084 201,405
DENMARK 16,787 279,777 19,213 320,215 15,017 250,280
ESTONIA 93 1,542 69 1,152 117 1,945
FINLAND  67,711 1,128,517 71,324 1,188,737 67,266 1,121,092
FRANCE  212,864 3,547,740 207,935 3,465,582 201,796 3,363,268
GERMANY  1,077,432 17,957,192 1,140,534 19,008,902 1,097,479 18,291,322
GREECE  31,846 530,758 48,947 815,783 17,878 297,960
HUNGARY  4,335 72,257 2,084 34,738 2,697 44,955
IRELAND  8,130 135,492 10,352 172,540 12,277 204,620
ITALY  527,893 8,798,215 571,824 9,530,405 563,257 9,387,612
LATVIA  3,058 50,972 3,360 56,000 3,754 62,563
LITHUANIA  854 14,228 1,228 20,465 1,398 23,307
LUXEMBOURG  774 12,898 687 11,457 832 13,858
MALTA  23 377 1 18 2 28
NETHERLANDS  153,917 2,565,287 159,497 2,658,287 186,340 3,105,663
POLAND  103,953 1,732,552 103,301 1,721,675 116,671 1,944,523
PORTUGAL  46,293 771,542 51,663 861,045 50,034 833,900
ROMANIA  17,989 299,823 20,283 338,048 19,195 319,910
SLOVAKIA  4,114 68,560 3,270 54,507 4,377 72,942
SLOVENIA  11,389 189,815 13,310 221,840 17,451 290,847
SPAIN  258,835 4,313,910 262,818 4,380,297 250,244 4,170,728
SWEDEN  98,898 1,648,293 110,650 1,844,170 108,349 1,805,823
UNITED KINGDOM  168,781 2,813,013 176,673 2,944,550 160,174 2,669,568
      
EU28 TOTAL  3,181,241 53,020,677 3,368,249 56,137,480 3,243,364 54,056,065
      
SWITZERLAND  139,540 2,325,667 139,250 2,320,833 146,480 2,441,333
NORWAY  35,258 587,633 34,938 582,300 34,914 581,900
ICELAND  1,161 19,351 1,148 19,133 1,073 17,881
      
WESTERN EUROPE      
TOTAL  3,357,200 55,953,328 3,543,585 59,059,746 3,425,831 57,097,179

Table1bis: imports of green coffee into Central and Eastern Europe by country 2015 – 2017 in tonnes and in 60 kg bags

Country 2015 2016 2017

 in tonnes in bags in tonnes in bags in tonnes in bags

Albania  8,580  143,000  9,240  154,000  n.a.  n.a.
Belarus  15,540  259,000  16,500  275,000  n.a.  n.a.
Bosnia and Herzegovina 24,480  408,000  24,300  405,000  n.a.  n.a.
Georgia  11,040  184,000  11,220  187,000  n.a.  n.a.
Macedonia FYR  8,820  147,000  9,180  153,000  n.a.  n.a.
Moldova  2,400  40,000  3,060  51,000  n.a.  n.a.
Montenegro  3,900  65,000  3,540  59,000  n.a.  n.a.
Russian Federation*  282,600  4,710,000  313,980  5,233,000  338,470  5,641,000
Serbia  30,660  511,000  32,820  547,000  n.a.  n.a.
Ukraine*  69,300  1,155,000  71,040  1,184,000  71,395  1,190,000
      
CENTRAL AND      
EASTERN EUROPE  457,320  7,622,000  494,880  8,248,000  n.a.  n.a.
      
EUROPE      
TOTAL  3,814,520  63,575,328  4,038,465  67,307,746  n.a.  n.a.

Table 2 - imports of green coffee: maximum increases and decreases in absolute terms in EU countries (2015 - 2017)

Country  EU 28 Countries - change in coffee imports (2015-2017, Total Volume)

TOP 5 In tonnes BOTTOM 5 In tonnes

Italy  35,364  Greece  13,968
Netherlands  32,423  France  11,068
Germany  20,048  Czech Republic  9,045
Poland  12,718  Belgium  8,844
Sweden  9,452  United Kingdom  8,607

Table 10 – Traditional coffee vs. single-dose

Stran 1

BRAZIL 839,07 tonnes
VIETNAM 660,927 tonnes
HONDURAS 210,854 tonnes
COLOMBIA 186,244 tonnes
UGANDA 149,338 tonnes
INDIA 148,075 tonnes
INDONESIA 140,776 tonnes
PERU 118,621 tonnes
OTHERS 386,58 tonnes

29,47%

13,59%

4,2%

5%

5,19%

5,29%

6,59%

7,3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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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톤(+1.9%), 폴란드는 12,718톤 
(+12.2%) 스웨덴은 9,452톤(+9.6%)의 
수입 증가세를 나타냈다.. 대신 그리스, 
프랑스, 체코, 벨기에, 영국의 경우 수입
량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준치에서 (표3 참고)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시장은 리투아니아, 아일랜
드,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가 있으며 급
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시장은 몰타, 그리
스, 체코, 헝가리로 나타났다. . 

브라질로부터 전체 커피량의 30%를 수
입
전체적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브
라질은 EU 커피시장의 최대 공급처
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표 
4 참고) 2017년 EU는 브라질로부터 총 
13,984,500 자루를 수입했고 이는 전체 
수입량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 수치는 2015년 한때 브라질산
이 EU 전체 커피 수입량의 3분의 1 이상
을 차지할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

5.9% compared to 2015. In relative terms 
(table 3), the most significant progress is 
found in Lithuania, Ireland, Cyprus and 
Estonia; the most marked declines come 
from Malta, Greece, the Czech Republic 
and Hungary.

The types are unchanged
The breakdown of EU imports by type of 
coffee presents minimal variations in the 
last two years. In 2017, Arabica account-
ed for 62.9% of total volumes, compared 
with 62.7% in 2016. Brazilian Naturals 
(32.3%) and Colombian Milds (8.2%) are 
losing ground to the Other Milds (22.4%). 
The Robusta share goes from 34.3% 
to 34.8%. The table 5 (source Eurostat) 
summarizes the import and export of cof-
fee distinct by type of product over the 
past three year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e growth in imports of decaffeinated 
green coffee and roasted coffee (table 6), 

Table 3 - imports of green coffee: maximum increases and decreases in percentage in EU countries (2015 - 2017)

EU 28 Countries - change in coffee imports (2015-2017, in percentage)

TOP 5 percentage BOTTOM 5 percentage

Lithuania  63.8%  Malta  -92.5%
Ireland  51.0%  Greece  -43.9%
Cyprus  50.2%  Czech Republic  -42.8%
Estonia  26.2%  Hungary  -37.8%

Table 4 - Main green coffee-producing and supplier countries to Europe

Country 2015 2016 2017

 in tonnes % of total in tonnes % of total in tonnes % of total

BRAZIL  943,254  33.5%  921,691  31.0%  839,070  29.5%
VIETNAM  630,524  22.4%  729,162  24.5%  660,927  23.3%
HONDURAS 174,645  6.2%  191,881  6.5%  210,854  7.4%
COLOMBIA  180,644  6.4%  193,635  6.5%  186,244  6.6%
UGANDA  125,603  4.5%  122,318  4.1%  149,338  5.3%
INDIA  121,244  4.3%  140,738  4.7%  148,075  5.2%
INDONESIA  147,846  5.3%  122,504  4.1%  140,776  5.0%
PERU  109,509  3.9%  123,092  4.1%  118,621  4.2%
ETHIOPIA  73,586  2.6%  80,287  2.7%  77,256  2.7%
CHINA  32,805  1.2%  42,998  1.4%  39,046  1.4%
GUATEMALA  28,605  1.0%  32,090  1.1%  34,227  1.2%
NICARAGUA  26,800  1.0%  23,157  0.8%  31,070  1.1%
PAPUA NEW GUINEA  15,471  0.6%  23,023  0.8%  25,581  0.9%
KENYA  27,294  1.0%  26,538  0.9%  23,139  0.8%
MEXICO  23,681  0.8%  23,824  0.8%  22,284  0.8%
TANZANIA  25,582  0.9%  31,694  1.1%  22,165  0.8%
COTE D’IVOIRE  11,883  0.4%  35,686  1.2%  17,176  0.6%
CAMEROON  21,806  0.8%  23,261  0.8%  17,166  0.6%
COSTA RICA  15,262  0.5%  15,044  0.5%  16,012  0.6%
RWANDA  8,864  0.3%  9,136  0.3%  8,617  0.3%
EL SALVADOR  10,357  0.4%  7,737  0.3%  7,878  0.3%
OTHERS  56,600  2.0%  52,009  1.8%  44,963  1.6%
      
EU28 (excl. Intra-EU)  2,811,865  100.0%  2,971,505  100.0%  2,840,4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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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2017년 브라질로부터의 수입량
은 전년도 15,361,517 자루에서 9% 감
소했다고 보면 된다.  
브라질에 이은 EU의 제2 커피 수입대상 
국가는 베트남으로 11,015,450 자루를 
수입했으며 이는 전체 수입량의 23.3%
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 수
입량은 9.4% 감소했다. 이어 온두라스가 
콜롬비아를 제치고 EU의 커피 수입 대상
국가 3위로 부상했다. 온두라스로부터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약 3,514,233 자
루의 커피를 수입했다.  대신 콜롬비아의 
경우 전년대비 시장 점유율은 다소 증가
했으나 3.8% 감소한 3,104,067 자루 수
입에 그쳤다.  
아프리카 국가로는 최초로 EU에 커피를 
수출한 우간다의 성장도 눈에 띈다. 우간
다로부터 2,488,966 자루를 수입했으며 
전년 대비 22.1% 증가했다. 이로 인해 우
간다는 EU의 커피수입 대상국 8위에서 
5위로 껑충 뛰어올랐으며 EU 커피수입
시장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5.2%)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
고 있으며 인도네시아(+14.9%), 페루 
(-3.6%)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여기에 에
티오피아, 중국까지 더해서 EU의 주요 
10대 커피수입대상국을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의 원형차트가 위에서 언급한 점
유율을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변화 없는 커피 품종 점유율
최근 2년간 EU의 커피 종류별 수입은 크
게 변화가 없었다. 2017년 기준 아라비
카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62.9%를 차지
했다. 전년도 62.7%에 비해 다소 상승했
다. 브라질리언 내츄럴(32.3%)과 콜롬비
아 마일즈(8.2%)는 기타 마일즈(22.4%)
의 성장으로 다소 점유율이 감소했다. 
로부스타 점유률은 2016년 34.3%에서 
2017년 34.8%로 소폭 상승했다. 

the latter mainly coming from Switzerland 
(85.9%).
Imports of soluble coffee have undergone 
a reduction of 8.3% in 2017. Although 
down 21.5%, Brazil remains the main 
source followed by Ecuador, India, Viet-
nam and Switzerland.
Although in further decline, Brazil remains 
firmly in the lead among EU suppliers 
(table 4), with 13,984,500 bags in 2017, 
equal to 29.5% of the total volumes im-
ported.
However, the figure remains far from that 
of 2015, when the world’s largest pro-
ducer contributed more than a third of EU 
imports. The decrease compared to the 
15,361,517 bags in 2016 was also signif-
icant (-9%).
Equally undisputed is the second position 
of Vietnam, with an export that was, last 
year, 11,015,450 bags, equal to a 23.3% 
share. Also in this case we observe a 
rather marked decline in absolute term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9.4%). 
The progression of Honduras continues 
(+ 9.9%), which bypasses Colombia be-
coming the third supplier of the Union, 
with a volume of 3.514.233 bags. The 
latter recedes to the fourth place, with a 
volume of 3,104,067 bags (-3.8%), while 
slightly increasing its share compared to 
2016.
Uganda has taken a big leap forward: the 
first African exporting country gains three 
positions (+22.1%), becoming the fifth 
most important source, with a volume of 
2,488,966 bags, equal to a 5.3% share. 
Right behind India, which is also growing 
strongly (+5.2%), followed by Indonesia 
(+14.9%) and Peru (-3.6%). To complete 
the top ten, Ethiopia and China. Graph 1 
summarizes in the pie chart the ranking 
that we have outlined above.

Roasted coffee exports 
exceeding 2 million bags
Table 7 summarizes the rumors of exports 
highlighting the progression of exports of 
roasted coffee, which reached 2,189,100 
bags in the past year (+11.4%). As visible 
from table 8, the Russian Federation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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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 Europe: green coffee imports by type

EU 28 Imports by type of coffee (in percentage)

Arabicas  62.7%  62.9%
Brazilian Naturals  33.7%  32.3%
Colombian Milds  8.5%  8.2%
Other Milds  20.5%  22.4%
  
Robustas  34.3%  34.8%
  
Others  3.0%  2.3%
  
TOTAL  100.0%  100.0%

Table 6 – EU Countries: imports and exports of coffee in all forms (in tonnes)

Eu28 imports and exports of green coffee and semi-fi nished coffee products
from non-EU origins to non-EU destinations, in tonnes, 2015-2017

Description 2015 2016 2017 
 imports exports imports exports imports exports

Green coffee (09011100)  2,811,865 28,056 2,971,505 42,136 2,840,485 38,213
Green coffee, decaffeinated (09011200)  10,430 95,743 11,409 99,259 13,190 97,603
Roasted coffee (09012100)  47,647 109,531 53,498 116,261 56,263 129,546
Roasted coffee, decaffeinated (09012200)  4,636 2,762 4,524 2,484 4,772 2,801
Coffee extracts (21011100)  53,267 45,874 53,620 46,805 49,133  46,161

Table 7 – European Union 28 Countries: coffee exports in all forms (in tonnes)

EU 28 exports of green coffee and semi-fi nished coffee products
to non-EU destinations, in tonnes, 2015-2017

Description 2015 2016 2017

Green coffee (09011100)  28,056 42,136 38,213
Green coffee, decaffeinated (09011200)  95,743 99,259 97,603
Roasted coffee (09012100)  109,531 116,261 129,546
Roasted coffee, decaffeinated (09012200)  2,762 2,484 2,801
Coffee extracts (21011100)  45,874 46,805 46,161

Table 8 – European Unions: exports of roasted coffee (in tonnes and percentage)

EU 28 exports of roasted coffee (incl. decaf) to non-EU destinations, 2015-2017

Country 2015 2016 2017

 tonnes % tonnes % tonnes %

Russian Federation  16,801 15.0%  17,877 15.1%  20,694 15.6%
United States  11,483 10.2%  13,402 11.3%  15,981 12.1%
Ukraine  11,943 10.6%  13,399 11.3%  15,216 11.5%
Switzerland  10,442 9.3%  11,309 9.5%  10,633 8.0%
Australia  7,447 6.6%  6,744 5.7%  7,182 5.4%
Norway  5,781 5.1%  5,893 5.0%  6,359 4.8%
Canada  3,615 3.2%  4,233 3.6%  5,720 4.3%
Turkey  2,965 2.6%  3,268 2.8%  3,628 2.7%
China  2,467 2.2%  2,527 2.1%  3,108 2.3%
United Arab Emirates  3,122 2.8%  3,362 2.8%  2,853 2.2%
Israel  2,297 2.0%  2,710 2.3%  2,633 2.0%
South Korea  2,071 1.8%  2,180 1.8%  2,388 1.8%
Japan  1,912 1.7%  2,099 1.8%  2,305 1.7%
Albania  1,973 1.8%  2,262 1.9%  2,305 1.7%
Belarus  2,541 2.3%  2,393 2.0%  2,060 1.6%
Saudi Arabia  1,041 0.9%  1,411 1.2%  1,757 1.3%
Serbia  1,264 1.1%  1,407 1.2%  1,623 1.2%
Bosnia and Herzegovina  1,517 1.4%  1,613 1.4%  1,600 1.2%
Brazil  2,463 2.2%  1,495 1.3%  1,585 1.2%
Iceland  966 0.9%  1,370 1.2%  1,204 0.9%
Others  18,185 16.2%  17,792 15.0%  21,224 16.3%
      
TOTAL  112,293 100.0%  118,745 100.0%  132,34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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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현황
표5 (출처: Eurostat)는 최근 3년간 제품 
종류별 커피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디카페인 생두와 로스팅 원
두 수입 성장이 눈에 띈다. (표6 참고)  이
중 85.9%는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커피 수요 감소
2017년 인스턴트 커피 수입은 8.3% 감
소했다. 브라질산 인스턴트 커피 수입이 
전년도 대비 21.5% 감소했어도 브라질
은 에콰도르, 인도, 베트남, 스위스 더불
어 인스턴트 커피 주요 공급 국가로 여전
히 남아 있다.  

2백만 자루 이상의 로스팅 원두 수출
표7은 로스팅 원두 수출 현황을 보여주
고 있다. 2017년 로스팅 원두 수출 규모

firms its maximum market, ahead of the 
US, Ukraine, Switzerland and Australia.
Despite the decline in 2017, Russia re-
mains the most important customer 
even for instant coffee ahead of Austral-
ia, Ukraine, South Africa and the United 
States.
Table 9 offers an overview all trades, high-
lighting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supply chain. Trade of processed product 
(roasted coffee, decaffeinated and solu-
ble) intra-EU and extra-EU generated in 
2017 a value of 6.65 billion Euro (+5.5%) 
and 1.56 billion Euro (+10.3%) respec-
tively.

The importance of portioned coffee
The table 10 presents an interesting com-
parison of consumption, compared to a 

Table 9 - European Union: value of exchanges (in Eur millions)

EU28 coffee trade in value 2015-2017
Green Coffee, Green Decaffeinated Coffee, Roasted Coffee, Roasted Decaffeinated Coffee, Soluble Coffee

IMPORTS GREEN COFFEE GREEN DECAF ROASTED ROASTED DECAF SOLUBLE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EU extra trade 7,403 6,966 7,241 34 32 40 1,272 1,326 1,338 150 137 136 442 421 411
EU intra trade 991 990 1,082 107 102 126 4,103 4,141 4,598 228 236 320 1,231 1,268 1,378

EXPORTS GREEN COFFEE GREEN DECAF ROASTED ROASTED DECAF SOLUBLE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EU extra trade 107 133 135 337 325 327 870 884 995 29 26 28 523 500 532
EU intra trade 1,125 1,072 1,239 192 184 216 4,678 4,683 4,874 211 201 232 1,369 1,4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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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와 같은 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탈리
아의 경우 관련 제품 소비가 성장세임에
도 불구하고 전체 10% 미만에 머물러 있
는 상황이다.

커피 주요 시장 
유럽 주요 5개 커피 수입국의 현황에 초
점을 맞추면서 동 기사의 분석을 마무
리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독일
의 경우 생두(디카페인 포함) 수입량 규
모는 약 110만톤에 이르고 있다. (1, 830
만 자루) 독일은 브라질(5,600,000 자루)
과 베트남(4,200,000 자루)으로부터 가
장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어 온두라스(1,700,000 자루), 콜롬비아
(987,000 자루), 페루(891,000 자루)로부
터 각각 수입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이
탈리아로부터 약 586,350 자루 이상의 
로스팅 원두를 수입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7년 생두 수입 규모
가 약 9,499,800 자루에 이르렀다. 예나 
지금이나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
고 있는데 약 2,739,033 자루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
에서 약 200만 자루의 생두를 수입하며 
다음으로 인도 (1,210,000 자루), 우간다 
(850,450 자루) 인도네시아 (582,816 자
루) 순이다. 벨기에의 경우 약 4,549,300 
자루를 수입했는데 이중 1,190,000 자
루는 브라질, 897,233 자루는 베트남
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온두라스 
(424,950 자루), 우간다(326,566 자루) 
페루(301,650 자루)순이다. 네덜란드와 
독일로부터는 약 50만 자루의 로스팅 원
두를 수입했다. 스페인은 4,562,333 자
루를 수입했다. 베트남(1,860,000 자루)
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했고 브라질 
(744,000 자루) 순이다. 그 뒤를 이어 독
일, 콜롬비아, 우간다가 있다. 로스팅 원
두는 약 535,000 자루를 수입했는데 이
중 이탈리아(125,000 자루)와 프랑스로
부터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생두 수입량 규모는 약 
3,414,200 자루로 이중 브라질 (875,000 
자루) , 베트남(684,000 자루)이 주요 수
입 대상국이다. 로스팅 원두 수입도 약 
2,445,400 자루에 이르는데 주로 스위
스(639,983 자루), 네덜란드(531,617 
자루), 독일(416,167 자루). 이탈리아
(342,367 자루)에서 수입하고 있다.   

market share remains below 10% even 
though it is growing.

The main markets
We conclude this analysis with a focus 
on the five major European importing 
countries. First of all, as already men-
tioned, Germany, with a total import of 
green coffee (including decaf), which is 
close to 1.1 million tonnes (18.3 million 
bags). Brazil (5.6 million bags) and Vi-
etnam (4.2 million bags) are the highest 
German suppliers. Significant import 
shares also come from Honduras (1.7 
million bags), Colombia (987,000 bags) 
and Peru (891,000 bags). Germany also 
imports 586,350 bags of roasted coffee 
from Italy. The import of green coffee in 
our country has touched in 2017, 9 and 
a half million bags (9,499,800 bags). 
According to tradition, the most impor-
tant origin is Brazil, with a total volume 
of 2,739,033 bags. An additional two 
million bags have arrived from Vietnam. 
Followed by India (1.21 million bags), 
Uganda (850,450 bags) and Indonesia 
(582,816 bags). 
Belgium imports amounted to 4,549,300 
bags, of which 1.19 million came from 
Brazil and 897,233 bags from Vietnam. 
Further important origins are Honduras 
(424,950 bags), Uganda (326,566 bags) 
and Peru (301,650 bags). Over half a 
million bags of roasted coffee have been 
imported from Holland and Germany.
Spain imported 4,562,333 bags main-
ly from Vietnam (1.86 million bags) and 
Brazil (744,000 bags). Follow Germany, 
Colombia and Uganda. To this must be 
added 535,000 bags of roasted coffee, 
mainly of Italian production (125,000 
bags) and French.
Imports of coffee from France were 
3,414,200 bags, with Brazil (875,000 
bags) and Vietnam (684,000 bags) as 
main origins. The import of roasted cof-
fee is significant, equal to 2,445,400 
bags, coming mainly from Switzer-
land (639,983 bags), Holland (531,617 
bags), Germany (416,167 bags) and Ita-
ly (342,367 bags).  

는 약 2,159,100 자루에 이르면서 전년
대비 11.4% 성장했다. 표8에서도 보듯
이 러시아가 최대 시장이며 그 뒤를 이어 
미국, 우크라이나, 스위스, 호주 순이다. 
2017년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는 인스턴트 커피 수출 시장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우
크라이나, 남아프리카, 미국시장보다 앞
서 있다. 

관련 부문 교역 규모 
표9는 관련 부문 교역이 차지하는 경제적 
중요성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로스팅, 로
스팅 디카페인, 인스턴트등의 가공된 커
피제품에 대한 EU 역내 및 역외 교역 규
모는 2017년 기준 각각 66억5천만 유로(
전년대비 +5.5%) 및 15억6천만 유로(전
년대비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포장 커피제품의 중요성 
표 10은 커피 소비 다변화와 관련한 흥
미로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바로 
“전통적” 의미의 커피(로스팅 및 인스턴
트 커피)와 개별 포장 커피 (캡슐, 파드)
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다. 특히 개별 
포장 커피 제품의 경우 아일랜드(38%), 
네덜란드(35%), 프랑스(30%), 벨기에

parameter of increasing importance: the 
percentage breakdown between tradi-
tional consumption (roasted and soluble 
coffee) and portioned coffee (capsules 
and pods).
Given that the statistics relating to some 
markets have been estimated, we can 
see how the maximum incidence of the 
portioned coffee is reached in Ireland 
(38%), the Netherlands (35%), France 
(30%) and Belgium (26%). In Italy, the 

Table 10 – Traditional coffee vs. single-dose

Market share as percentage of total coffee volume in the EU28 markets 2015-2017

Country 2015 2016 2017

 traditional pods traditional pods traditional pods

Austria 83 17 83 17 83 17
Belgium 77  23  76  24  74  26
Bulgaria  97  03  97  03  97  3
Croatia 99  01  99  01  99  1
Cyprus 94  06  94  06  94  6
Czech Republic  96  04  96  04  96  4
Denmark  97  03  97  03  97  3
Estonia 99  01  98  02  98  2
Finland  99  01  99  01  99  1
France  74  26  72  28  70  30
Germany  87  13  87  13  86  14
Greece  97  03  97  03  97  3
Hungary  99  01  99  01  99  1
Ireland  75  25  68  32  62  38
Italy  93  07  93  07  91  9
Latvia 100  00  100  00  100  0
Lithuania 100  00  100  00  99  1
Luxembourg 87  13  85  15  84  16
Malta 88  12  87  13  86  14
Netherlands  65  35  65  35  65  35
Poland  99  01  99  01  99  1
Portugal  84  16  83  17  82  18
Romania  99  01  99  01  99  1
Slovakia  97  03  97  03  97  3
Slovenia 99  01  99  01  99  1
Spain  90  10  90  10  89  11
Sweden  99  01  99  01  99  1
United Kingdom  91  09  90  10  8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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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markets are 
posting rapid growth i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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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시장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있다.

Strong competitive response of the larg-
est producers reducing the demand for 
certain types and origins of coffee. There 
are structural changes in demand both 
at the consumer level and at the industry 
level. These changes include stagnant 
overall growth in the traditional major 
importing countries, increased demand 
for soluble coffee, increased demand for 
differentiated and higher-value products, 
new technology allowing greater fungi-
bility in coffee supplies, and geograph-
ic-generational shifts in the popularity of 
different types of coffee products.
At the same time, in many markets there 
is increasing preference for espres-
so-style coffees that do not depend as 
much on the flavor profiles of high-quali-
ty washed arabica coffees. These shifts, 
and the strong competitive response of 
the largest producers, particularly Bra-
zil, are reducing the demand for certain 
types and origins of coffee, leaving the 
worst-affected countries with large so-
cial and economic costs.
Global coffee consumption has shown 
noticeable regional differences. Con-
sumption has been mixed in produc-
ing countries but is typically low, and 
Brazil, now the world’s second-largest 
consumer, still sets the benchmark for 
increasing domestic consumption. Its 
concerted approach to improving labe-
ling, consumer perception, and quality 
while using effective market segmenta-
tion provides lessons that are relevant 
for other countries wanting to expand 
consumption.
Emerging markets in Asia, Eastern Eu-
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are not traditional coffee consumers, 
are posting rapid growth in consump-

특정 유형 및 커피 원산지 수요를 감소
시키는 대형 생산자의 강력한 경쟁적 반
응 . 소비층 및 산업계층 양쪽의 수요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스턴트 커피의 수요 
증가 및 차별화된 고급 제품의 수요 증
가, 커피공급의 대체품 증가, 커피 제품
의 인기 유형 양상에 대한 지리적 및 세
대적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주요 수입 국
가에서의 침체된 전반적인 성장상황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수많은 시장에서 고품질의 정제 
아라비카 커피의 향과 관련없는 에스프
레스 형태의 커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브라질과 
같은 대형 생산자들의 강력한 경쟁적 반
응은 특정 유형 및 커피 생산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피해국에 거대한 사
회적 및 경제적 비용손실을 야기합니다.
전지구적 커피 소비는 현저한 지역적 차
이를 보여왔습니다. 생산국에서의 소비 
또한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소비율
이 낮았으며, 전세계 두 번째 소비국인 
브라질의 경우 국내 소비량 증가를 위해 
해당 기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효과적
인 시장 분할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표시
제도, 소비인식, 품질 향상을 위한 결연
적 접근법은 소비확장을 희망하는 타 국
가들과 관계된 교훈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커피 소비지가 아니었던 아시
아, 동유럽, 구 소련에서의 시장 성장은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
당 시장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인스턴트 
커피와 연관되어 있으나, 미리 혼합된 카
푸치노 제품과 같이 향상된 품질 및 새로
운 품질특성에 따라 맛 또한 진전되어가
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커피 
추출 방법 및 용품에 익숙하지 않고 이러
한 장비를 갖출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차 소비 시장의 주요 쟁
점은 인스턴트화에 있습니다.
북미 및 일본의 성장세는 더딥니다. 독일



과 같은 북유럽의 소비 양상은 정체되어 
있으나, 남유럽의 경우 증가세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해당 지역
에서 차별화된 제품 시장의 성장률이 가
장 높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차별화된 제
품 시장은 생산자로 하여금 우월한 맛 혹
은 매우 미비한 결함과 같이 그들의 제품
을 별개의 생산지, 정의된 공정과정, 혹
은 예외적인 특성으로 구분 짓도록 요구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전형적인 산업 수
준의 차별화 되지 않은 상품 경로 대신
에 좀 더 수익성이 좋은 경로를 통해 상
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
한 차별성에는 생산지의 지리적 표기, 미
식적인 특별 요소, 유기농, 공정무역, 환
경친화적, 쉐이드 그로운(그늘에서 기른 
제품), 기타 인증된 커피의 내용이 포함
됩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요소들이 몇몇의 생산
자들에게 경쟁적인 이점 및 부가적 가치
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들은 이러한 산업에 쉽게 접근하거나 규
모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적, 경제적, 환경적 혜택 제공 및 성장률
과 잠재력을 토대로 한 부분들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커피산업 부문에서 차별화된 커피
를 위해 재배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지불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음에도, 
이러한 시장에 진입하는 이유로서 가격 
프리미엄 상환금을 경시하는 것에는 신
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의 경우 해당 프리미엄의 감소가 상당히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
장상황은 농부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무시되어서는 안됩니
다. 
프리미엄 외에 설득력 있게 차별화된 요
소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 공정 무역, 환경
친화적 요소들과 같이 긍정적 외부효과

tion. This is primarily for inexpensive, 
soluble coffees, though tastes are evolv-
ing toward improved quality and novel 
characteristics, such as premixed cap-
puccino. Soluble is an important key to 
developing these traditionally tea-drink-
ing markets because most consumers 
are unfamiliar with coffee-brewing meth-
ods and paraphernalia and less able to 
afford these.
North America and Japan are growing 
slowly. Northern European consump-
tion, particularly in Germany is stagnant, 
but in southern Europe, there are some 
increases. It seems that in this region the 
differentiated product market is growing 
the fastest. The differentiated product 
market requires that producers distin-
guish their products by distinct origin, 
defined processes, or exceptional char-
acteristics, such as superior taste or few 
defects. These can be traded through 
more lucrative channels than the typical 
industrial grades that flow in the undif-
ferentiated commodity channels and 
include: geographic indications of ori-
gin, gourmet and specialty, organic, fair 
trade, eco-friendly or shade grown, oth-
er certified coffees.
While these differentiated segments can 
provide some producers with competi-
tive advantages and added value, they 
are not necessarily easy to access and 
are still relatively small. Nevertheless, 
they are important because of their 
growth rates and their potential to pro-
vide better social, economic or environ-
mental benefits for farmers.
Though much of the coffee industry 
feels that premiums paid to growers for 
differentiated coffees are reasonable, it 
may be prudent to de-emphasize price 
premiums as a reason for entering these 
markets because it is quite plausible, at 
least in some cases, that these premi-
ums will diminish. These markets should 
not however be discounted because 
they can often have a considerable im-
pact on the income of farmers.
Besides premiums, there are several 
other convincing arguments for fo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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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을 보임에 따라 경고 사항을 보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커피들이 점
차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뒤따르는 포화
상태가 커피가격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들은 아직까지 
소규모로서 작은 공급 및 수요 변화에도 
가격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 주요 커피 회사들은 지속 가능한 성
장 양상을 확립하고자 자격요건을 증가
시키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
은 더욱 많은 채택 및 인증절차를 요구
하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해당 제품과 
시장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는 몇몇의 매
우 큰 대형 구매자들은 더욱 강력한 책임
소재를 결정하게 된다면 수요가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커피 시장이 성장해 나아감
에 따라, 유기농, 공정 무역, 친환경, Utz 
Kapeh(국제 소비자 인증 커피), 생산지
의 지리적 지표에 따른 복잡한 입증 및 
인증 절차에 대해 점차 소비자들의 이해
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captured in consuming countries, but to 
the extent that some of this higher value 
is kept by producers for their differen-
tiation, these markets are breaking the 
pattern of a declining producer share of 
revenue.
Because many producers are show-
ing strong interest in these coffees, a 
word of caution is warranted. As more 
of these coffees come onto the market, 
the ensuing saturation could significantly 
diminish their prices. 
These markets are still small and even 
modest changes in supply and demand 
can impact prices. Most of the major cof-
fee companies are instituting increased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growing 
practices that will require further adop-
tion and certification of these practices. 
Several very large buyers that are now 
testing the market with these products 
claim that there is a limited supply if they 

를 지닌 인증을 포함하며, 이러한 외부효
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
습니다.
- 지방 노동 활성화 및 조직 발전
- 작물 다양성 및 경제적 위험 최소화에 
따른 초기자본 감소
- 자연 요소 관리 및 생물의 다양성 보전
- 가뭄 및 침식 대비 향상에 따른 위험도 
감소
- 농약의 잠재적 부주의에 대한 건강상 
위험 가능성 미비
현재 차별화된 시장에서 북미, 서유럽, 
일본의 총 생산량의 9~12%에 해당하
는 6백~8백만 포대의 생 원두를 수입하
고 있으며, 큰 수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
다. 소비국가에서 이러한 커피들의 추가
적 가치를 형성하고 가치 기반을 확립하
였으나, 이러한 높은 가치는 생산자들의 
차별성에 의해 유지되므로 이러한 시장
들은 생산자들의 수익 공유를 감소하는 
양상을 깨부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산자들이 이러한 커피들에 지

the differentiated segments, particularly 
those certified as organic, fair trade, or 
eco-friendly because of their positive ex-
ternalities in the field such as:
- increased use of rural labor and organ-
izational development;
- crop diversification and reduced input 
costs minimize financial risk;
- etter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 reduced risk due to improved drought 
and erosion resistance;
- fewer health risks due to potential mis-
handling of agrochemicals.
Currently, the differentiated markets im-
port roughly 6-8 million bags of green 
coffee which represents about 9-12% 
of the total to the developed markets 
in North America, Western Europe, and 
Japan, as well as a somewhat larger 
percentage of profits. Some of the ex-
tra value of these coffees is crea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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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인증의 합법절차는 이러한 입증 
및 인증에 대해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시장구성이 아닐 수 없습니
다. 이것에 대한 대안 채택 시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
격하게 성장하는 부문들에 타격을 입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 3자 증명을 지원하는 데
에 실패할 경우 소규모 커피 생산자들이 
수익성 높은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특히 협력기관을 포함하
여 다양한 기관들이 독자적인 영구 원칙 
및 기준을 발전해 나아감에 따라 중요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및 환경적 
혜택을 옹호하는 차별화된 커피의 경우 
많은 성숙시장에서 신선하지 않은 상태
를 보이는 음료에 특별하고 긍정적인 이
미지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차별화된 커피가 만능해결책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며, 산업조사에 따르면 품질
과 일관성이 오늘날의 커피시장에서 경
쟁 시 차별성과 동일하게 중요하거나 차
별성보다도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나타
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높은 가치
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품질 비용 및 
새로운 공급자와의 거래에 따른 위험과 
연관되어 산업 선호에서 강조됩니다. 
이러한 핵심 경제 요소는 여러 결과를 가
져옵니다. 특히 기본 상업적 경영을 향상

should decide to make a stronger com-
mitment.
As markets for differentiated coffees 
grow,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consumers to understand the some-
times complex verification or certifica-
tion processes that apply to the stand-
ards-oriented coffees, such as organic, 
fair trade, eco-friendly, Utz Kapeh, and 
those using geographic indicators of or-
igin.
The legitimacy of third-party certifica-
tion is a vital market mechanism that 
can prevent indiscriminate use of these 
terms. The alternative may be a loss of 
consumer confidence that would cost 
the entire industry by damaging one of 
its few fast-growing segments. Perhaps 
more importantly, failure to improve clar-
ity of these standards and to support 
third-party verification could also dam-
age one of the few niches in which small 
coffee producers have a chance to be 
competitive in a lucrative global trade.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corporations, 
are developing their own independent 
sustainability principles and standards. 
Differentiated coffees, particularly those 
espousing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can provide a unique and posi-
tive image for a beverage whose appeal 
has become stale in many of the more 
mature markets.
Differentiated coffees are not a pana-
cea, and industry surveys indicate that 
two other factors are equally or, per-
haps, more important to be competitive 
in today’s coffee markets: quality and 
consistency. The high value placed on 
consistency underscores the industry’s 
preference for steady and predicta-
ble quality given the costs and risks of 
sourcing from new suppliers.
This critical competitive factor has sev-
eral implications, particularly for smaller 
suppliers, regarding the need to improve 
basic business practices, as well as ag-
ronomic practices in their cooperatives 
and organizations.
Differentiation, while increasingly po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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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불균형 및 신용, 커피, 위험과 같
은 개인사업의 영구적 실패와 같이, 시장 
실패에 따른 막대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안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커피 생산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구
조적 변화의 특성과 본질을 이해할 필요
가 있습니다. 정부들은 호의적인 사업 환
경을 제작하여 생산자들로 하여금 시장
상황의 새로운 요구에 성공적으로 적응
하고 잠재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
록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
다. 자유 시장 및 농업지원 감소의 현 상
황 속에서,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자 및 무역기관에 지워지는 의무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 연구, 확장, 
위험관리, 다양화, 마케팅 발전에 따라, 
해당 기관을 강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
한 헌신적인 장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
게 될 것입니다.
점차 농업이 산업적 특성을 띰에 따라 이
러한 기관들은 소비자 및 로스터와 직접
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시장 수
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모든 구성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통합 가치고리
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지역 개발에 힘써 경쟁력
을 증가시키고 농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제품 규모를 늘려 소수의 일정 제품에 대
한 의존성을 낮추어 생산 및 마케팅 체계
를 향상시키고 비 농업 활동 설계를 지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들 및 부문들로 하여금 커피 산업의 세
계 시장 내 가격 변화 및 구조 변화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
니다.  

be as important as the cyclical, often 
weather-related, shifts in supply and de-
mand that have considerably influenced 
the coffee market in the past.
Understanding these changes is impor-
tant; otherwise in today’s free markets 
there is little hope of relieving the con-
siderable damage caused by market 
failures, such as imbalances in the trad-
ing chain and the persistent failure of 
privatemarkets (coffee, credit, and risk).
In order to thrive in this new business 
environment, coffee producers must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nature of these structural changes. Their 
governments must be more agile in cre-
ating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s to 
allow them to successfully adapt to the 
new demands of the marketplace and 
to help them potentially shape it. In the 
current situation of liberalized markets 
and decreasing state support for agri-
culture it will be increasingly incumbent 
upon producer and trade organizations 
to provide necessary services. Foster-
ing the necessary research, extension, 
risk management, diversification and 
marketing will all require dedicated long-
term programs to strengthen and train 
suchorganizations.
As agriculture increasingly takes on in-
dustrial characteristics, these organiza-
tions will also need to establish closer 
relationships and direct linkages with 
buyers and roasters to adequately re-
spond to market demand and form inte-
grated value chains that help to assure 
the sustainability of each member.
More broadly, governments need to 
focus on rural development that will 
increase competitiveness and reduce 
dependency on a few primary commod-
ities by broadening the range of prod-
ucts produced by the agriculture sector, 
improving production and marketing 
systems, and supporting the creating of 
non farm activities. This will enable coun-
tries and sectors to more easily adjust to 
the kind of price swings and structural 
changes in world markets experienced 
by the coffe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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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필요가 있는 소규모 공급자의 경우
와 협력 및 기관에서의 재배 경영의 경우 
여러 영향을 보이게 됩니다.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차별성은 오직 근 
기간의 부분적 해답이 될 수 있을 뿐이
며, 다른 해답들은 주요 커피 생산자들에
게서 요구됩니다. 주로 제안된 해답들 중 
하나는 커피에 대한 뚜렷한 독립성으로
부터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에 있
습니다. 이러한 해답이 몇몇의 지역에서
는 개념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으나, 시장
성, 장기 유통기한과 같이 커피의 가치적 
특성에 좀 더 가까운 대안책들이 적게나
마 존재하며, 특히 지역간의 이동에 있어 
현재 커피 생산지 내 지형에 따른 현실적 
대안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지
해야 합니다.
산업 국가 시장에서 무역 보호주의는 특
히 산업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농부들
에게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속하게 하
고, 기타 활동, 높은 가치, 가공품에 대한 
관점을 다양화시키는 부가적인 장애 요
소를 제기하며, 결과적으로 생산자들에
게 해당 시장에 제한을 두게 합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 공급이 시장 
수요와 엇비슷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
이 높은 것이 사실이며, 가격들 또한 서
로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맞아감에 따라 생산자들의 조건은 분명 
향상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주기의 경제
적 원인은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실
제로 수렴하는지 그 수준에 관계없이 반
복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제안되고 
있으며, 결과적 문제점들이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현 커피 시장의 본질적인 주기 환경에 의
거한 가격 회복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
며,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인 지속성에 
관한 다른 문제들 또한 여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관리능력 및 경제적 비용공급
의 구조적 변화와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큰 날씨 관련 위험요소는 또한 최대 수
익 창출 주기 횟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지구촌 커피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차후 
수년간의 시장 상황에 크나큰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날씨와 
관련된 주기적인 부분만큼 중요하며, 과
거 커피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수
요와 공급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오늘날의 자유 시장에서 거래

lar, is only a partial answer in the near 
term; other answers are needed for the 
majority of coffee producers. One often 
proposed is the diversification of some 
farmers away from a strong dependence 
on coffee. 
Though this can be conceptually sensi-
ble for some geographic areas, there are 
very few alternatives that either come 
close to coffee’s valuable characteris-
tics, such as its marketability and long 
shelf life, especially for remote rural ar-
eas, or which present realistic alterna-
tives for the terrains in which coffee is 
currently grown.
Trade protectionism in industrial country 
markets particularly continued high lev-
els of subsidy in industrial countries for 
their own farmers, pose additional ob-
stacles to diversification into other ac-
tivities or into higher value or processed 
products and thereby leave producers 
with limited access to these markets.
Given the long-term historic cycles, it 
is highly likely that supply will eventu-
ally align more closely with market de-
mand for a period and that prices will 
recover somewhat. While conditions for 
producers will certainly improve as that 
happens, it will not signal an end to their 
problems because the economic caus-
es of these cycles suggest that they are 
likely to continue to repeat themselves 
regardless of the actual levels at which 
supply and demand would actually con-
verge.
Price recovery then, given the inherently 
cyclical nature of current coffee markets, 
is likely to be only temporary, while other 
issues of social, environmental, and eco-
nomic sustainability will remain. Struc-
tural changes in the ability to manage 
and finance supplies and the reduction 
of the historically high weather-related 
risk also lowers the likely frequency with 
which prices might return to the previ-
ously reached highs.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cof-
fee industry over the past few years will 
have a powerful influence onthe nature 
of these markets. This influence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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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계 최고의 프로듀서 

인증 된 유기농 커피

Mexico:
world’s leading producer 
of certified organic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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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S$.10-.50/lb over the international 
market price. With export prices for un-
certified coffee in recent years as low as 
US$0.50/lb, the premium can be signif-
icant. Fair Trade coffee, meanwhile, of-
fers even higher rewards, paying a fixed 
US$1.26/lb for conventional Fair Trade 
coffee and US$1.41/lb directly to pro-
ducer cooperatives for organic Fair Trade 
coffee. With conventional coffee prices 
so low, the organic Fair Trade premium 
can put more than double the amount of 
money into producers’ hands. Though 
they still represent a small fraction of total 
coffee sales, organic and Fair Trade cof-
fees have established defined standards 
and built rapidly growing markets. But 
to what extent can these dynamic new 
niche markets help solve the coffee crisis 
plaguing the world’s small-scale produc-
ers?
Mexico is the world’s leading producer of 
certified organic coffee and, with Peru, 
among the leaders in Fair Trade cof-
fee. The organic premium paid to these 
producers generally failed to cover the 
added costs associated with organic 

The emergence of significant new mar-
kets for organic and fairly traded prod-
ucts has been hail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effort to address the chron-
ic poverty suffered by many small-scale 
agricultural producers in the developing 
world. Nowhere are these markets more 
developed than in coffee, where a varie-
ty of organic, bird-friendly, fair trade, and 
other certification systems promise more 
value to the producer for attributes val-
ued by consumers.
With million producers around the world 
suffering from a prolonged crash in cof-
fee prices, the premiums in these niche 
markets may offer a way out of crisis. 
The certification schemes represent a 
market-based mechanism for valuing the 
contributions of small-scale coffee pro-
ducers, contributions that the market on 
its own has not recognized.
Social, environmental, and health attrib-
utes are identified with standards-based 
labels, allowing consumers to choose 
to pay a higher price for coffee that has 
such desirable attributes.
Organic premiums raise export prices 

격은 $0.50/lb만큼 낮은 수준이었으나, 
해당 프리미엄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공정 무역 커피는 심지어 더욱 
고가의 보상을 제공하여, 일반 공정 무역 
커피의 경우 $1.26/lb의 고정 가격을 지
불하고 유기농 공정 무역 커피의 생산 협
업체에게 직접적으로 $1.41/lb을 지불하
고 있습니다. 일반 커피 가격이 낮은 관
계로, 유기농 공정 무역 보험을 통해 생
산자가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해당 무역은 총 커피 판매의 일
부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유기농 및 공
정 무역 커피 산업은 확정 기준을 설립하
여 점차 급속도로 시장을 성장해 나아가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동적인 새
로운 틈새시장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전
세계의 소규모 생산자를 괴롭히는 커피
산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멕시코는 전세계 선두의 인증된 유기농 
커피 생산국으로서, 페루와 더불어 공정 
무역 커피를 선도하는 생산국입니다.
생산자들에게 지불되는 유기농 프리미
엄 상환금액은 대체로 유기농 인증 및 관
리와 연관된 부가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기농 및 공정 무역 제품에 대한 새로
운 시장의 출현은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소규모 농업생산자들의 만성빈곤에 대
한 문제점을 고심하는 노력의 중요한 관
점으로서 의미 있게 거두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에 있어 커피보다 더욱 발전된 
시장은 찾아보기 뿐더러, 다양한 유기농, 
버드 프렌들리, 공정거래, 기타 인증 시
스템을 통하여 생산자로서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가치를 확약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틈새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상환을 
통해 장기적인 커피가격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세계 수백만의 생산자들에
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제도는 소규모 커피 생산자의 분담
금 및 알려지지 않은 시장에서의 분담금
을 평가하는 시장 기반 구조를 나타냅니
다. 
사회적, 환경적, 보건적 속성들은 소비자
로 하여금 바람직한 속성들을 내재하는 
커피에 고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선택권
을 주는 기준 기반 상표와 동일시 됩니
다. 
유기농 프리미엄은 수출가격을 국제 시
장 가격 미국달러 기준 $0.10~0.50/lb 증
가시킵니다. 최근 비인증 커피의 수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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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타르 당 3배 가량의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듯, 유기농 생산에 필요한 
방대한 노동 투자에 따라, 돌아가는 보수
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습니다. 2년의 
이행 기간 동안 생산자들이 프리미엄 금
액을 받지 못하면서 상당한 노동을 더욱 
많이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점은 특히 부담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화 $0.25/lb의 가격 프리미엄 상환금을 
토대로 유기농 생산법으로 전환하는 데
에 빈약한 장려금을 제공하였기에, 생산
자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오랜 기간이 지
난 후에나 초기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
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프리미엄 자체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빈곤수준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공정 무역 프리미엄 상환금은 공
정 무역 시장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있어 
매우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
으며, 인증 가격 또한 무시해도 될 정도
로 저렴합니다.
생산가를 초과하는 일정 수준의 고정 가
격을 토대로 공정 무역 프리미엄 상환금
은 해당 시장에 접근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줄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
기농 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생산자들
이 이와 연관된 금액들을 보상받을 수 있
도록 기본 가격 수준을 높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게 됩니다.
멕시코의 주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협력 경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
리는 이러한 틈새시장의 커피 생산에 대
하여 전반적인 지불 비중이 낮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내면화하며, 유기농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고, 수익성 높은 공정 무역 시
장에의 중대한 기회 획득할 수 있도록 도
와주며, 회원 자격을 통해 틈새 시장 가
격의 사회화적 수익을 창출하는 협업체 
내의 잘 조직된 생산자들에게 두드러지
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2004년과 
같은 낮은 가격은 커피 판매 자체만으
로 생산자들의 노동을 보상하기에는 역
부족이었습니다. 협력관계를 통해 모든 
커피 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관계로, 공
정 무역 유기농 프리미엄 상환을 위하여 
생산자들은 낮은 시장 가격을 마주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기농 인증 

certification and maintenance. The large 
labor investment required by organic pro-
duction – often as much as three times 
the labor per hectare – was poorly remu-
nerated by the market returns to organic 
production. The two-year transition peri-
od, during which producers received no 
premium but had to invest significantly 
more labor in their land, was particularly 
burdensome. A US$.25/lb price premium 
provides a poor incentive for conversion 
to organic methods, allowing producers 
to recover their initial investment only 
over an unreasonably long time period. 
In effect, the premium alone pays the 
equivalent of poverty-level wages for the 
labor needed to comply with the stand-
ards. Fair Trade premiums, on the other 
hand, have proven highly remunerative 
for those able to sell their coffee in Fair 
Trade markets, and certification costs 
are negligible. With prices fixed at levels 
meant to exceed production costs, Fair 
Trade premiums have been a lifeline for 
those able to gain access to this market. 
They can also cross-subsidize the transi-
tion to organic production, raising base 
prices to levels that can compensate pro-
ducers for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Examining more closely the experience of 
one statewide marketing cooperative in 
Mexico, we find that even access to these 
niche markets left overall returns from 
coffee production low. This finding is par-
ticularly striking since these are well-or-
ganized producers in a cooperativ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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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의 직접적 지원에 대한 변화
를 포함하게 됩니다. 
허나 결과적으로 틈새시장 및 국가적 정
부 프로그램은 가격 위기를 고심하기 위
해 결연된 국제적 노력을 대신하지 못합
니다. 규제가 철폐된 국제 시장에서 공급
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앞서는 한, 그리고 
다국적 구매자로 이루어진 고결연 집단
이 해당 시장을 군림하는 한, 가격은 일
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
게 될 것입니다.
가격을 안정화하고 수익률을 증가시키
기 위하여 시장 규제를 다시금 설립하기 
위한 국제적 협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
니다. 최소한 현 공정 무역 가격을 위해
서라도 이러한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커피 위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소규
모 생산자에게 있어 소작농 경제와 달리 
다루어질 수 없으며, 다양한 생존 전략 
시스템은 최저생활 및 환금작물을 결합
하고, 무보수의 가족 노동력, 농지 외 고
용 및 이주, 시장기반 기회, 정부 프로그
램을 갖추는 것과 같은 맥락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호의적인 정책에 뒷받침되어, 유기
농 및 공정 무역 틈새시장은 다른 시장들
과 통합되고 비 시장 계획들과 결합되어 
소규모 커피 생산의 총괄적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틈새시장 자체는 커피 가격 위기에 총괄
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좀 더 
지속적인 생계수단을 고취하고, 지구촌 
경제 발전에 있어 소규모 농업의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기여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
니다.
유기농 및 “공정무역” 제품에 관한 중요
한 새로운 시장의 출현은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소규모 농업생산자들의 만성빈
곤에 대한 문제점을 고심하는 노력의 중
요한 관점으로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농법에 대한 움직임은 이윤에서
부터 시장주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
왔으며, 공식적인 미국 인증기준을 기반
으로, 수요가 증가뿐만 아니라 해당 수익
성 높은 새로운 사업에 대규모 미국 생산
자들의 경쟁 또한 이끌어내게 되었습니
다. 유기농 분류 제품 일부의 소비자들로
부터 지불되는 부가적인 프리미엄은 유
기농 제품 생산자들에게 지불되는 프리
미엄 상환금에 반영됩니다.  

crisis. As long as supply continues to 
outpace demand in a deregulated glob-
al market, and as long as a highly con-
centrated group of transnational buyers 
dominate that market, prices will general-
ly be unsustainably low.
Internationally coordinated effort to 
re-regulate the market is needed to sta-
bilize prices and raise them to remunera-
tive levels – at least to current Fair Trade 
prices.
For small-scale producers any solutions 
to the coffee crisis will look much like 
the peasant economy itself, a patch-
work of diverse survival strategies it will 
likely combine subsistence and cash 
crops, unpaid family labor on the farm, 
off-farm employment and migration, mar-
ket-based opportunities and government 
programs.
Backed by a more favorable set of pol-
icies, the organic and Fair Trade niche 
markets can be integrated with other 
market-based mechanisms and com-
bined with non-market initiatives to rec-
ognize the full value of small-scale cof-
fee production. Although niche markets 
alone are unlikely to provide a compre-
hensive solution to the coffee price crisis, 
they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pro-
moting more sustainable livelihoods and 
in beginning to revalue the environmen-
tal, economic, and cultural contributions 
of small-scale farmers in an increasingly 
global economy. 
The emergence of significant new mar-
kets for organic and “fairly traded” prod-
ucts has been cit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effort to address the chronic pov-
erty suffered by many small-scale agricul-
tural producers in the developing world.
The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has 
moved from the margins to the main-
stream, with formal U.S. standards for 
certification, demand growin and even 
large-scale U.S. producers vying for a 
piece of this lucrative new pie. The addi-
tional premium paid by the consumer for 
labeled organic products in part reflects 
the premium paid to producers for their 
organ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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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이러한 협력 관계에 부가적인 부
담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프
로그램을 지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생
산자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커피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이러한 새로
운 시장에 발을 들이는 데에 상당한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유기농 
인증과 같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매우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
다.

품질은 틈새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생
산자들에게 있어 매우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간혹 친환경적 농법조건에서 커
피를 재배하여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 무역 시장에서 
유기농 및 고품질 커피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생산자들에게 이
러한 기준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
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생산자들에게 중
요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생산자들이 유기농 커피를 재배하고 공
정 무역 시장에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요
구조건들은 사실 주요 재배자들의 상황
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시장 기반 구성을 토대로 소규모 커피 생
산에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좀 더 종합
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신용, 인프라, 농업 확장
과 같은 국가적 수준의 지방 개발 정책과 

has reduced or internalized certification 
costs, committed itself to facilitating the 
organic transformation, gained significant 
access to the more highly remunerative 
Fair Trade market, and socialized gains 
from niche market prices throughout its 
membership.
Nevertheless, with prices as low as they 
were in 2003-4, coffee sales alone com-
pensated producers’ labor at a very low 
rate. Because the cooperative could not 
sell all coffee for the Fair Trade organic 
premium, producers remained vulnera-
ble in the face of low market prices. The 
costs of organic certification placed an 
additional burden on the cooperative. 
Only government support programs, in 
the end, brought producers to a more 
reasonable rate of return from their cof-
fee production. There are significant bar-
riers to entry to these new markets for 
most producers. The cost of meeting the 
standards, particularly for organic certifi-
cation, can be prohibitive.
Quality is a significant barrier for produc-
ers seeking to enter niche markets, and 
the poorest farmers often grow coffee 
in agro-ecological conditions that make 
it impossible for them to meet quality 
standards. As the Fair Trade market in-
creasingly demands both organic and 
high-quality coffee, it too can become in-
accessible to most producers.
Even though these new markets provide 
an important incentive to producers to 
organize, the requirement that producers 
be organized to access organic and Fair 
Trade markets leaves out a majority of 
growers.
While market-based mechanisms add 
value to small-scale coffee production,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problem is needed. This would involve 
changes in rural development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 credit,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extension, in addition to 
direct support programs.
In the end, though, neither niche mar-
kets nor national government programs 
can serve as a substitute for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s to address th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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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작은 크기부터 가장 큰 크기까지의 
모든 IMF 로스터는 독창적이고 독점적인 
설비로 구성되어 우수한 품질의 로스팅, 
일관성을 제공하며, 모든 잔의 커피에 훌
륭한 향과 맛을 선사합니다. 

IMF의 연구개발 성과
IMF는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 
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로스터, 체프 콜렉터, 
제연기(애프터버너), 디스토너, 이송기(
로더)를 통합된 형태로 만들 수 있었습니
다. 따라서, 별도의 악세서리를 사용해야
하는 전통 커피 로스터와 비교해 IMF 커
피 로스터는 적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IMF 커피 로스터는 대용량의 원두를 회
차, 레시피에 상관 없이 원두를 일관성 있
게 로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처음 회
차든, 마지막 회차든 관계 없이 일관된 로
스팅이 가능합니다. 
터치 스크린 PLC는 로스팅 과정의 모든 
단계(사일로에 있는 생두의 로딩 작업부
터 로스팅, 쿨링, 디스토닝을 거쳐 볶은 
원두를 사일로에 보관하는 작업까지)를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IMF 로스팅 기술
IMF 커피 로스터의 로스팅 일관성의 비
결은 독창적인 Vortex와 Equalizer 로스
팅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은 매 로스팅 회차마다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공기 온도와 부피는 관리 소
프트웨어에 의해 PLC 터치 스크린에서 
정확하게 제어됩니다.
일관된 로스팅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Vortex시스템은 상온의 공기가 전자 작
동식 조절 밸브를 통해 로스터로 진입하
기 전에 뜨거운 기류와 혼합시킵니다.

IMF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사이며, 다
재다능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하였습니
다.
오랜 시간 동안, 커피 로스터의 제조와 커
피 가공 플랜트를 구성해 온 업체이며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IMF는 로스팅에 필요한 다양
한 크기의 설비들을 개발시켜 왔습니다.
IMF의 작업 팀은 생두 및 볶은 원두의 로
스팅, 취급, 보관에 이르기까지 특별한주
의를 기울여 고품질의 커피 로스터 및 구
성 요소를 설계, 기획 및 제조합니다. 모
든 로스터는 최상급의 재료와 최신 기술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산되었
고, 이로 인해 로스터의 신뢰성과 내구성
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더 나
아가, 우리는 원두의 취급 및 보존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탈리아 Occhiobello에 위치한 IMF 본
사의 엔지니어들이 50년이 넘는 기간 동
안 로스터의 기획 및 제조 전문 지식을 축
적해왔습니다. 2010년 이래 30년의 생두 
사업 경험을 가진 알렉산드로 가빈 사장
과 함께, IMF는 커피 원두 자체에 대한 지
식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jecting, and constructing roasters. Along 
with the 30 years experience in green 
coffee of Alessandro Garbin, CEO since 
2010, it has been enhanced the knowl-
edge and attention reserved to the coffee 
itself. All of our roasters, starting from the 
smallest to the largest, are equipped with 
original and exclusive equipments, which 
provide an excellent quality of roasting, 
consistency and exaltation of the flavor 
and the aroma of each cup of coffee.

IMF R&D
The constant research and development 
focused on efficiency and pursuit of qual-
ity, led the company to the creation of 
IMF’s integrated roaster, chaff collector, 
afterburner, destoner and loader which 
requires less operating spac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roasters using sepa-
rated accessory systems.
It’s possible to roast tons of coffee, batch 
after batch, and still rely on even consist-
ency of each roasting profile, regardless 
of whether it’s the first or the last batch of 
the day. The touch-screen PLC automat-
ically controls every stage of the roast-
ing process from the loading operations 
of the green coffee beans in silos to the 
roasting, cooling, destoning stages, up to 
the final roasted coffee storage in silos.

IMF Roasting Technology
The secret of the machine’s consistency 
is its unique Vortex and Equalizer roast-
ing technology that guarantees supreme 
accuracy during each roasting cycle. Air 

IMF: Specialists in coffee 
roasting machines and 
turnkey plants

IMF is an agile and efficient company, 
versatile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which has been manufacturing coffee 
roasters and complete coffee processing 
plants for many years. The company is 
now present worldwide with full satisfac-
tion of its customers. IMF has developed 
a whole range of equipment which may 
be necessary to the roasting industry of 
small and large dimensions.
IMF’s work team designs, projects and 
manufactures high quality coffee roasting 
machines and components with a spe-
cial care from the roasting, handling, to 
the storage of green and roasted coffee 
beans. All roasters are made using the 
highest grade materials and latest tech-
nology management software to produce 
a reliable and durable roasters that will 
last for many years. Moreover, we offer 
innovative solutions for the handling and 
the preservation of coffee beans.
At their headquarter in Occhiobello, Italy, 
IMF engineers have accumulated togeth-
er more than 50 years of expertise in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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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zer는 동일한 양의 공기가 로스터
로 유입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기능은 합금된 다공 드럼 표면을 에
워싸도록 설계되어, 각각의 원두 표면 전
체에 열의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게 하
고, 드럼 안의 온도가 변동되지 않도록 합
니다.
온도가 공기 양은 다양한 로스팅 프로파
일(커피 블렌드, 싱글 오리진 등)에 따라 
PLC 터치 스크린에서 바로 조정될 수 있
습니다.
IMF 로스터는 설비 측면에 위치한 단일 
버너 챔버를 사용하며, 이는 두 가지 용도
가 있습니다: 대기로 유입되는 유해한 가
스를 연소시키면서 동시에 로스터를 가
열합니다.  
원두가 로스팅 되면서 발생하는 배출가
스(연기)는 은 스틸 덕트를 통해 버너 챔
버로 이동하여 소각됩니다. 버너 챔버에 
있는 열의 일부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대신 스테인레스 스틸 덕트를 통해 로스
터로 유입되어 재순환됩니다 (재순환 시
스템).
기존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이 기술로 최
소 30%의 가스 사용량을 절약시킬 수 있
습니다.
IMF는 COEX에서 Cafe Show Seoul 열
일곱 번째 에디션에 참여합니다. 스탠드 
C749 (Ohjin Corporation).를 방문하십시
오 와 대만 국제 커피 쇼 (2018 년 11 월 
16 ~ 19 일 타이페이 - 부스 N227 - Olifor 
Enterprise Co., Ltd.).  

temperature and volume are accurately 
controlled on the PLC touch-screen by 
the management software.
To assure a consistent roasting outcome, 
Vortex System mixes the ambient air into 
the hot airstream before it enters the 
roaster through an electronically operat-
ed modulating valve.
The Equalizer ensures that the same air 
volume enters the roaster. This feature is 
designed to surround the perforated alloy 
drum surface, giving even heat distribu-
tion across the entire surface of each cof-
fee bean and eliminating any temperature 
fluctuation inside the drum.
Temperature and air volume can be ad-
justed  directly on PLC touch-screen ac-
cording to the different roasting profiles 
(coffee blend, single origin, etc).
IMF roasters use a single burner cham-
ber located to the side of the roaster 
which serves two purposes: it burns off 
harmful gas entering the atmosphere and 
heats the roaster at the same time. As the 
coffee is roasted, the emission leave the 
roaster trough a steel duct into the burner 
chamber to incinerate the emission. Part 
of the heat coming out from the burner 
chamber and next to be released outside, 
is ducted through a stainless steel duct 
back into the roaster instead (Heat Recir-
culation System). This technology saves 
at least 30 per cent in gas consumption 
compared to traditional systems. IMF 
takes part in the seventeenth edition of 
Cafe Show Seoul at COEX (8-11 Nov. 
2018 Hall C Booth 749 - Ohjin Corpo-
ration) and Taiwan International Coffee 
Show (16-19 Nov. 2018 Taipei - Booth 
N227 - Olifor Enterpris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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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m:

reliable Partner

to package your quality

Opem:
커피 산업에 기여하는
포장 시스템 선도업체

Opem의 주요특징을 소개하자면 파르
마(Parma)의 변두리에 신축 사옥을 기
점으로, 40년 이상 쌓은 경험을 바탕으
로 한 통합된 기반과 세계적으로 확고한 
마케팅과 유통 전략으로 최근 새로운 시
장에 계속 진입한 기업입니다. 직원 수
는 118명이고 지난 해에만 약 3,300만 
유로의 수익과 70%의 수출 판매를 달
성했습니다. 연구 개발 비율은 매출액의 
8%에 해당합니다. 중요 수치들은 이탈
리아에 있는 커피 산업의 전반적인 긍정
적 전망을 반영합니다. Opem이 전 세계 
유통업계를 상대로 커피 포드와 캡슐을 
포장하는 시스템을 생산함에 따라 파르
마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의 주요 사업은 
커피업계에 속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녀의 남편이자 회사의 CEO인 Fabio 
Binacchi가 설립한 Ombretta Sarassi 본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분야

completely new: a system to make coffee 
pods made entirely of filter paper. This is 
how we started out in coffee pods, even 
if people were quite sceptic about the 
idea at the beginning. But then, a year 
later, someone from Sara Lee, the Amer-
ican confectionary multinational, came 
and asked us to make them a similar 
system, but one that had to run at much 
faster rate. That’s how we started off with 
a new system in a market where there 
was practically no competition: the busi-
ness took off straight away and gave us 
a head start in the American market, so 
for several years we were basically the 
undisputed market leader since it took 
the competition quite some time to start 
making these systems”.
What happened next at Opem is similar 

A full range of packaging systems 
serving the coffee industry
Brand new premises on the outskirts of 
Parma, unwavering marketing and dis-
tribution worldwide continuing to pene-
trate new markets even recently, and a 
consolidated dimension based on over 
forty years of experience: this is Opem 
in a nutshell. In numbers, we are talking 
about 118 employees, turnover worth 
€ 33 million in 2017 and 70% of export 
sale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ercentage is equal to 8% of the turnover. 
Important numbers, reflecting the overall 
positive outlook of the coffee industry in 
Italy. The core business of this company 
from Parma certainly falls within the cof-
fee industry, as Opem produces systems 
for packing coffee pods and capsules for 
worldwide distribution.
Ombretta Sarassi, General Manager of 

the company founded by her husband 
and the company’s CEO, Fabio Binacchi, 
explained: “Our operations in this particu-
lar field came about almost by chance. 
Opem’s business was initially in regu-
lar coffee packing: then, when vacuum 
packs became popular in the eighties, 
we started working on this technolo-
gy. It may look easy, but actually a lot of 
spec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into 
prototypes was involved before we were 
able to optimise our systems. The prod-
uct took off straight away because it was 
easy to pack and transport the vacuum 
packs. The logistics suddenly became 
so much easier and the coffee itself had 
a longer shelf life compared to the previ-
ous formats. And then, at the turn of the 
nineties, a customer of ours in Switzer-
land – a forward thinking coffee business 
– asked us to come up with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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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당사의 사업은 거의 우연히 이루
어진 것입니다. Opem의 사업은 처음에 
일반 커피 포장으로 시작되었다가, 이후 
80년대에 진공팩이 인기를 끌자, 우리는 
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시스템을 최적
화하기 전에 프로토타입에 대한 많은 연
구와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은 진공
팩을 포장하고 운반하기가 쉬웠기 때문
에 즉시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물류는 
어느 순간 갑자기 훨씬 더 쉬워졌고 커피 
자체는 이전 제품보다 유통기간이 길어
졌습니다.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스위스 
고객 중 커피 사업의 선구적 견해를 가진 
한 분이 저희에게 완전히 새로운 제픔을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즉 커피 포드를 
완전히 여과지로 만드는 시스템이지요. 
처음에는 모두들 그 아이디어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커
피 포드에서 시작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1년 후, 다국적 미국 제과회사인 Sara 
Lee의 직원이 저희에게 와서 비슷하지
만 더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고 했습니다. 당시 경쟁이 거의 없었던 
시장에서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
작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업은 호황을 
누렸고, 미국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굳혔
습니다. 몇 년 동안 경쟁사들이 꽤 오랜 
시간을 들여 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할 
때까지 저희 회사는 명실상고한 시장 점
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Opem에서 다음에 일어난 일은 
Ombretta Sarassi가 회상한 것과 유사
합니다. "저희는 포드 다음으로 캡슐을 
제조하려고 K-Cup 시스템으로 갈아탔
습니다. 이번에도 최초의 의견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 Green Mountain에게서 얻
었고, 결국에는 최초의 "파일럿 머신"이 
탄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 기
업이 제작하여 판매한 많은 시스템들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번영하고 수익성 
있는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
기 때문에 북미부터 주요 유럽 국가(독
일, 프랑스 및 벨기에)에 이르기까지 시
장을 두루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Opem은 전 세계의 다른 시장
으로 입지를 넓혔습니다. "그들은 커피 
캡슐의 소비 측면에서 개발 도상국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본부장은 다음
과 같이 말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
은 극동 국가들, 근본적으로 두바이 같

to what Ombretta Sarassi recollected: 
“After pods, we went on to K-Cup sys-
tems to run on capsules. Once again, 
the initial input came from an American 
multinational called Green Mountain, and 
eventually led to the first “pilot machine”, 
and the many systems that came later, 
made and sold by the Italian firm since 
then. With the opportunity to work on 
prosperous, profitable markets right from 
the beginning, from North America to 
the main European countries (Germany, 
France, and Belgium). Over the last years 
Opem has expanded into other markets 
across the world: “they can be called de-
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their con-
sumption of coffee capsules”, the Gener-
al Manager went on to say. “I am talking 
about countries in the Far East, like China 
or Vietnam, fundamentally cash rich mar-
kets like Dubai, or Brazil where we have 
actually been working for some time now. 
We tend to sell systems for small produc-
tion runs in these countries: local coffee 
firms are just starting up and need to fa-
miliarise themselves with the idea. Work-
ing with coffee pods or capsules takes 
a lot of the guesswork out the business 
for them. Once the systems have been 
tested out and they have decided which 
varieties are in greatest demand, the final 
product offers good quality and that all 
important consistency”.
Although the market may be global, 
Opem’s heart and soul remain firmly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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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금이 풍부한 시장들, 또는 우리가 
실제로 얼마 동안 함께 일해 온 브라질
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국
가들을 상대로 소규모 생산용 시스템을 
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지 커피업체
들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커
피 포드 또는 캡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추측을 낳습니다. 일단 시스템이 시험을 
통과하고 어떤 종류의 제품이 가장 수요
가 많은지를 결정하면 최종 제품에는 훌
륭한 품질과 그 뒤를 따라 인지도와 가격 
등 모든 중요한 요소들이 일관되게 자리
를 잡습니다."
시장이 글로벌 고객을 상대할지라도 
Opem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이탈리아 
현지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어떤 곳으로 수출되든 그 
제품이 지닌 현지의 특성을 잃었던 적
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항
상 기업의 성공을 위한 기초로 여겨왔고 
업계로부터 전문성을 인정 받게 해준 연
구 개발을 담당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
술 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아마
도 쉽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포장 및 충진에 
관한 한 솔루션이 아무리 특이해도 새로
운 도전과제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충실
히 임하기에 포드나 캡슐의 어떤 종류든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미래
는 우리가 시기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스
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낙관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전히 틈새시장에 속하는 커피 가공뿐
만 아니라 Opem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가장 널리 사용하는 진공 포장 시스
템, 특히 건조된 효모와 같은 "생물" 식품 
분야까지 망라합니다. 그러나 커피가 항
상 Opem의 상징일 것이라는 점에는 의
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Ombretta Sarassi는 말을 맺으면서 이
탈리아의 작은 변두리 지역인 이곳에서
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
니다. 식품은 특히 프로슈토와 치즈에 
관한 한 이곳에서 매우 발달된 분야입니
다. 이제 커피와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또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행동
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ed in its local area in Italy. “We have nev-
er delocalised our production elsewhere: 
the company is based here; we have a 
highly specialised technical team to take 
car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hich 
we have always considered to be the ba-
sis of our success and whose expertise 
has been acknowledged by the market. 
Our strength probably comes from the 
fact that we don’t scare easily: we enjoy 
taking on a new challenge, even the most 
unusual solutions for packing and filling, 
and this is why the systems we make are 
able to produce any type of pod or cap-
sule. We’re optimistic about what the fu-
ture holds: we’re confident we’ll have the 
right systems at the right time”.
Not just for processing coffee, which is 
still a niche market, although undeniably 
important for Opem’s overall business, 
but for vacuum packing systems in gen-
eral, for “living” foodstuffs like dried yeast 
for example. But there’s no doubting that 
coffee will always be the symbol of Opem.
“It is still a product with high added value, 
concluded Ombretta Sarassi: we have to 
understand this here, in our little corner 
of Italy, too. The food sector is highly de-
veloped here, especially as regards pro-
sciutto and cheese: it’s time that coffee 
- and businesses working in the coffee 
market – also takes on the right dimen-
sion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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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특징이고 분당 280 캡슐의 생산 속
도에 도달합니다.
HTS 캡슐 포장 라인은 고속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여러 생산 교대를 지원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분당 300 캡슐의 양산이 
가능합니다.
CIALDY HT 포장 라인은 이전 모델에서 
진화하여 최근 몇 년 동안 TME 생산을 
높이 평가하게 하는 특징들인 견고성, 
품질 구성 요소, 기술, 안정성 및 간단한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 스토리는 1982년 PC 지방의 
Villanova d’ Arda에서 시작되었습니다.
TME는 분말 제품 포장을 위한 최초의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같은 해, 첫 번
째 계량기가 주요 지역의 커피 로스팅 
회사에 판매되었으며, 급속한 발전과 대
규모 상업적 성공이라는 두 가지 현실 
사이에서 견고한 파트너십이 시작되었
습니다.
TME 경영진은 국제 시장 개방의 중요성
을 이해했습니다. 
1985년 당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체 포장 라인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MrEspresso에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
는 처음에 아시아 시장과 이후 세계 수
준에서 건조 효모 포장기 판매를 위한 
Unilogo와의 상업적인 합의에 의해 부
각되었습니다. TME는 이 분야의 대형 
다국적 기업에서 선호하는 옵션이 되었
습니다.
경영의 직관력에 힘입어, 오늘날 당사는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 생
산량을 수출하고 있고 TME 브랜드는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수년간에 걸친 회사의 발전으로 돌아가
서,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를 통해 TME는 1회용 커피의 
포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차지했습니
다. 즉, Cialdy 기계가 1996년 이후 생산
되었고 이후부터 커피 시장은 Emilia 소

설립 이래로 36년이 지난 2018년, TME
는 젊고 역동적 인 회사로서 시장을 신
속하게 해석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
는 시장은 분말 제품(커피, 차, 음료, 효
모 및 화장품)에 대한 포장 시스템의 시
장입니다. 혁신적인 솔루션은 생산성, 
안정성 및 작동 속도와 관련하여 높은 
기술적 내용과 고성능의 기계 및 포장 
시스템입니다.
분할된 커피 시장과 관련하여 TME 범위
는 장인 커피 로스터에서 대형 커피 업
계에 이르기까지 생산자의 다양한 포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 라인으로 구분
됩니다. 
HTN 캡슐 포장 라인은 높은 구조물 품
질, 탁월한 생산 유연성 및 낮은 유지 보

artisan coffee roaster to the large coffee 
industry. 
The HTN capsule packaging line is dis-
tinguished by its high construction
quality, a remarkable production flexibility 
and low maintenance: it reaches a pro-
duction speed of 280 capsules per min-
ute.
The HTS capsule packaging line, created 
to satisfy high speeds and support multi-
ple production shifts, allows productions 
starting from 300 capsules per minute.
The CIALDY HT packaging line repre-
sents the evolution of previous models, 
maintaining the characteristics that have 
made the TME production appreciated in 
recent years: sturdiness, quality compo-
nents, technology, reliability and simple 
construction.
The story began in 1982 at Villanova 
d’Arda in the province of Piacenza/Ita-
ly, where TME developed the first solu-
tions for the packaging for powdered 
products. During the same year the first 
weighing machine was sold to a major 
local coffee roasting company and a sol-
id partnership began between two real-
ities that would both live, years of rapid 
development and great commercial suc-
cess.
The TME management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opening up to internation-
al markets. 
In 1985 the company sold its own coffee 
packaging lines to MrEspresso in San 
Francisco – USA.
An important step in this process of in-
ternationalization is marked by the com-
mercial agreement with Unilogo for the 
sale of dry yeast packaging machines, 
initially in the Asian market and, subse-
quently, at a global level: TME became 

In 2018, thirty-six years from the date 
of its foundation, TME is a young and 
dynamic company, able to interpret the 
market with speed and support it with 
innovative solutions.  The market we are 
talking about is that of the packaging 
systems for powdered products: coffee, 
tea, beverages, yeasts and cosmetic 
products. The innovative solutions are 
machines and packaging systems of 
high technological content and high per-
formance in terms of productivity, reliabil-
ity and operating speed.
With reference to the portioned coffee 
market the TME range is divided into 
three lines to meet the different packag-
ing requirements of producers: from the 

TME: 
the story of an Italian success.

TME: 
이탈리아 성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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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ferred option of large multination-
al companies in this sector.
Thanks to the intuition of its manage-
ment, today the company exports a 
large part of its production through a 
widespread commercial network and the 
TME brand is known all over the world.
Returning to the evolution of the compa-
ny over the years, the continuous study 
of what was happening in the markets 
allowed TME to intercept the new trend 
in the packaging of single-dose coffee: 
the Cialdy machines have been pro-
duced since 1996, and since then the 
coffee market has become one of the 
main business areas of the Emilia-based 
company.
Other milestones on TME’s road to suc-
cess were the first recognized patent for 
the company in 2006 and the opening of 
a new head office in Fidenza, in the prov-
ince of Parma, in the heart of the Food 
Valley. 
In 2010 the new HTS was produced, a 
single-dose line for high-speed packag-
ing. The company moved as fast as the 
machine, which in the space of a few 
years opened a new R&D laboratory, 
founded a branch in Brazil in Sao Paulo, 
became a joint-stock company.  
The new R&D laboratory at the premises 
of Fidenza reveals how technological in-
novation is a fundamental element of the 
company’s strategy to establish itself in 
the markets: it is through the develop-
ment of new technological solutions that 
TME can continually propose machines 
that meet the new needs of customers 
in terms of quality and operating speed; 

재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가 되
었습니다.
TME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이정표는 
2006년 회사가 처음으로 인정받게 한 
특허와 Food Valley의 심장부인 Parma 
지방의 Fidenza에 새로운 본사가 개설
된 것이었습니다. 
2010년에 새로운 HTS, 즉 고속 포장용 
1회 용량 라인이 생산되었습니다. 당사
는 몇 년 만에 브라질 상파울로에 지사
를 설립한 새 R&D 연구소를 개설할 정
도로 기계를 빠르게 가동하면서 합작회
사가 되었습니다.  
Fidzenza에 있는 새로운 R&D 연구소는 
기술 혁신이 어떻게 시장에서 그 자체를 
확립하기 위한 회사 전략의 근본적인 요
소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기술 혁신은 
TME가 지속적으로 품질 및 운영 속도 
측면에서 고객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
는 기계를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솔루션의 개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러나 혁신은 고객 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
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Fidenza의 R&D 실험실 내에 파일
럿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고객
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재료와 새로운 기술 솔루션
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TME가 제공하는 모든 신규 
모듈이 장착된 기계이며, 고객은 캡슐의 
시공 재료, 기계의 다양한 부하 가능성, 
그리고 초음파 실링 모듈, 릴 캡의 레이
저 커팅 장치 및 갭슐 방향화 시스템 같
은 새 모듈의 작동을 테스트할 수 있습
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고객과 가까워 
그들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
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민감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Emilian 회사의 역
동성 또한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초점은 
생산 성능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인정받
는 퇴비형 캡슐 생산을 위한 새로운 라
인의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당사의 에너지와 다기능성으로 인
해 자판기 및 로스트 부문의 커피 캡슐 
조립 용 기계를 공급하기 위해 일회용 
제품 시장의 선두주자들 및 주요 다국적 
기업들과 상업적인 계약이 성사되었습
니다.
시장의 신속한 분석, 프로젝트 관리 능

Approve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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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nnovation is also a valuable tool for 
customer care, useful for creating part-
nerships with its customers.  For this 
reason, a pilot system was created within 
the R&D laboratory in Fidenza, available 
to customers, where tests can be carried 
out on all available materials and on new 
technological solutions. The system is a 
machine equipped with all the new addi-
tional modules that TME offers and you 
can test the construction materials of 
the capsules, the different loading pos-
sibilities of the machine, the operation of 
the new modules: the ultrasonic sealing 
module, the laser cutting unit of the reel 
caps, the capsule aromatization system. 
All this to be always close to the custom-
er and ready to find the best solution to 
their needs.
The dynamism of the Emilian company 
is also manifested in its focus on new 
green sensitivity and the issues of envi-
ronmental sustainability. A focus that led 
to the realization of the new lines for the 
production of compostable capsules ap-
preciated by customers for their produc-
tive performance.
Recently, the company’s energy and 
versatility have led to commercial agree-
ments with major multinational compa-
nies, leaders in the market for dispos-
able single-use products, for the supply 
of machines for the assembly of coffee 
capsules for the vending and roasting 
sector.
Rapid analysis of the market, ability in 
project management, speed in the mar-
keting of new products, these are the 
factors that characterize TME and which 
have made it successful in recent years 
and the numbers confirm it: growth in 
turnover since 2006 and consolidated to 
over 17 million in 2017. An export share 
increased to 75%. A human capital that 
reached 60 units only in the head office 
of Fidenza, with the technical area that 
alone saw an increase of 15% of re-
sources recruited.
TME therefore emerges as a compa-
ny with an important past, a successful 
present and a very promising future.  

력, 신제품 마케팅 속도 등은 TME의 특
징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성공으로 이끌
었던 요인이고, 이 수치는 2017년 이후 
1,700만 대 이상의 매출 성장을 뒷받침
합니다. 수출 점유율이 75%로 증가했습
니다. Fidenza 본사에서만 60 단위의 인
적 자원이 투입되었으며, 기술적인 면에
서는 자원의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따라서 TME는 중요한 과거, 성공적인 
현재 및 매우 유망한 미래를 가진 회사
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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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포장 자동화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
인 IMA는 현재 커피의 제조 공정과 포장 
솔루션 개발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비즈
니스 허브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IMA의 비즈니스 허브는 우수한 기술과 
혁신, 최상의 고객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
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구현함으로써 광
범위하고 다양한 고객 기반을 지원하고 
충족합니다. 
IMA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 경험과 커
피 업계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시스템
을 바탕으로 커피 생두의 클리닝에서부
터 로스팅, 그라인딩, 계량, 충진, 밀폐 
및 상자 포장, 최종 포장 공정에 이르기
까지 커피의 제조 및 포장 공정 전 분야
에 걸쳐 주요 기술 파트너이자 전문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IMA는 세계적인 수준의 가장 완벽한 커
피 포장 장비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급격
히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
는 특정 유형의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합
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광범위한 산업 경
험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IMA 스페

As a world leader in the field of automat-
ed packaging, IMA is present today with 
a Business Hub entirely dedicated to 
Coffee Processing and Packaging. 
IMA Business Hub allows to serve a 
broad and diverse customer base, and 
will showcase potential opportunities 
with the provision of the latest in tech-
nology, innovation and superior customer 
support. 
Catering for all requirements in the cof-
fee sector and with decades of specific 
experience, IMA plays a role as primary 
technological partner and business ad-
visor in all areas of coffee processing 
and packaging, from cleaning, roasting, 
grinding, dosing, filling, sealing and car-
toning up to end-of-line packaging.
Alongside the world’s most comprehen-
sive range of coffee packaging equip-
ment, specially conceived tailored solu-
tions are developed to respond to the 
market’s fast evolving needs. The broad 
knowledge gained globally enables IMA 

IMA 커피 허브
커피 제조 공정 및 포장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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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리스트는 지속해서 경쟁 우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 개발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의 투자를 최적화합
니다.
현재 커피 업계의 세계적인 선두주자
로 입지를 굳힌 IMA Coffee GIMA는 컨
설팅에서부터 설비 설계, 생산 계획, “턴
키(turnkey)”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포장 공정 단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GIMA는 특정 분야에서 얻은 폭넓은 경
험을 토대로 제품과 공정별 특성을 완벽
하게 고려하여 개발된 첨단 기술 솔루션
을 구현합니다.
IMA Coffee Mapster는 고도의 기술 솔루
션과 경쟁력 있는 가격, 이미 입증된 장
비에 대한 신뢰도를 통해 시장에서의 입
지를 확고히 하려는 모든 고객에게 공인 
지원 서비스와 더욱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이 특정 업계를 대표하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IMA Coffee Petroncini는 그린 커피빈 
즉, 커피 생두의 제조 공정과 취급을 담
당하는 특정 설비의 설계와 생산을 전문
으로 하며, 모든 필요한 기능을 갖춘 로
스터나 가장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사항
을 충족하는 고품질의 그라인더와 같이 
광범위한 설비를 다룹니다. 
IMA는 턴키 포장 솔루션이 필요한 다양
한 분야의 경험을 통해 확보한 폭넓은 기
술력을 자랑합니다. IMA는 고객의 요구 
사항과 민감한 시장 동향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자사의 전문 
업체를 통해 “턴키 (turnkey)” 생산 설비
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합니다.  

specialists to optimise customers’ in-
vestments and ensure ongoing assis-
tanc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to maintain their competitive advantage. 
IMA Coffee GIMA occupies a leading 
position in the global coffee market and 
it covers all aspects of the packaging 
process, from consultancy and design 
to production planning and turnkey solu-
tions. Thanks to such experience, GIMA 
is able to provide state-of-the-art solu-
tions perfectly tailored around product 
and process specifications.
IMA Coffee Mapster, thanks to technical-
ly advanced solutions, competitive prices 
and proven reliability, represents a refer-
ence in the market sector, also providing 
qualified assistance and supportive con-
sultancy to customers wishing to safe-
guard their position in the market.
IMA Coffee Petroncini designs and man-
ufactures a complete range of equipment 
for green coffee handling and processing, 
a vast selection of roasters for all capacity 
requirements and high-quality grinders to 
satisfy the most demanding customers.
IMA boasts widespread technical exper-
tise gathered from a broad range of in-
dustries that require turnkey packaging 
solutions. Together with its close atten-
tion to the needs of the customer and to 
the trends which influence the market, 
with a cluster of specialist companies, 
IMA can provide the coffee processing 
and packaging industry with turnkey pro-
duction lines designed to maximise pro-
ductivity and enhance produc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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