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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producing countries must work to close the
abysmal gap in earnings between farmers and buyers, Colombian President Ivan Duque recently said,
as growers continue to struggle amid low prices.
Colombia has repeatedly urged, without success,
for major buyers to pay larger premiums for coffee,
especially the high-quality arabica beans that its
farmers grow. Arabica coffee futures have hovered
around 1 dollar per pound this year, leading some
growers to consider planting alternative crops or
selling their farms. “The income that remains today
for the small producers doesn’t reach even 10% of
the total value of the chain,” Duque said after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from 30 coffee-producing
countries including Brazil, Vietnam, Mexico, Honduras, Guatemala, Indonesia and others on the
sideline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ose that trade the product and those that really
produce it in the most rural areas of our countries
have an abysmal gap and it’s our duty to try and
close it” Duque said, according to statement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coffee growers
federation. “I invite you to continue with the commitment to adopt within our countries this vision of
sustainability in the whole chain, starting with the
sustainability and protection of the small producers”
Duque added. Roberto Velez, the head of Colombia’s coffee federation, said in the statement that “the
coffee grower cannot be the only one who does not
receive the benefits of the market”. The federation
has suggested high-quality producers untether their
prices from the New York market, though traders
say the proposal may send buyers elsewhere. The
U.S. National Coffee Association has said its members, who include major chains Starbucks Corp
and Peet’s Coffee&Tea Inc, agree growth requires
stability for farmers, but price controls are generally
un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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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피 생산국은 농민과 구매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콜롬비아의 이반
뒤크 대통령은 최근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계
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는 주요
구매자들이 커피, 특히 농민들이 재배하는 고품질
아라비카 콩에 대해 더 큰 프리미엄을 지불하도록
반복적으로 촉구했다. 아라비카 커피 선물은 올해
파운드 당 약 1 달러를 움직였으며, 일부 재배자들
은 대체 작물 재배 또는 농장 판매를 고려하게되었
습니다. Duque는 브라질, 베트남, 멕시코, 온두라
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30 개의 커피
생산국 대표들과의 회의 후“소규모 생산자들에게
오늘날 남아있는 수입은 체인의 총 가치의 10 %
에 도달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의 부
업에 다른 사람들. 정부와 전국 커피 재배자 연맹
의 말에 따르면,“제품을 거래하는 국가와 대부분의
시골 지역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제품은 엄청난 격
차가 있으며,이를 시도하고 닫는 것이 우리의 의
무입니다. 듀크 부사장은“소규모 생산 업체의 지속
가능성과 보호를 시작으로 전체 체인에서 지속 가
능성에 대한 비전을 채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Duque는 덧붙였다. 콜롬비아 커피 연맹 책
임자 인 로베르토 벨 레즈 (Roberto Velez)는 성명
에서“커피 재배자가 시장의 혜택을받지 못하는 유
일한 사람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연맹은 뉴욕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고품질 생산자들
에게 제안했지만, 거래자들은 제안이 다른 곳으로
구매자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국립 커
피 협회 (National Coffee Association)는 주요 체
인 인 Starbucks Corp 및 Peet 's Coffee & Tea Inc
를 포함하는 회원국은 성장에 농민의 안정성이 필
요하지만 가격 통제는 일반적으로 실패한다고 동
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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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sumption
in emerging markets

신흥 시장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
고있다

Market Prospects

Strong competitive response of the lar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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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gibility in coffee supplies, and geographicgenerational shifts in the popularity of different types of coffee products.
At the same time, in many markets there is increasing preference for espressostyle coffees that do not depend as much
on the flavor profiles of high-quality washed arabica coffees. These shifts, and
the strong competitive response of the
largest producers, particularly Brazil, are
reducing the demand for certain types
and origins of coffee, leaving the worstaffected countries with large social and
economic costs.
Global coffee consumption has shown
noticeable regional differences. Consumption has been mixed in pro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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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ing,
consumer perception, and quality while using effective market segmentation
provides lessons that are relevant for
other countries wanting to expand consumption.
Emerging markets in Asia,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are
not traditional coffee consumers, are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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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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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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ng rapid growth in consumption. This
is primarily for inexpensive, soluble coffees, though tastes are evolving toward improved quality and novel characteristics,
such as premixed cappuccino. Soluble is
an important key to developing these traditionally tea-drinking markets because
most consumers are unfamiliar with coffee-brewing methods and paraphernalia
and less able to afford these.
North America and Japan are growing
slowly. Northern Europea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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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inguish their
products by distinct origin, defined processes, or excep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uperior taste or few defects.
These can be traded through more lucrative channels than the typical industrial
grades that flow in the undifferentiated
commodity channels and include: geographic indications of origin, gourmet and
specialty, organic, fair trade, eco-friendly
or shade grown, other certified coffees.
While these differentiated segments can
provide some producers with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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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e better social, economic or environmental benefits
for farmers. Though much of the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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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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위해 재배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음에도, 이러
한 시장에 진입하는 이유로서 가격 프리
미엄 상환금을 경시하는 것에는 신중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의 경
우 해당 프리미엄의 감소가 상당히 타당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상
황은 농부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프리미엄 외에 설득력 있게 차별화된 요
소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 공정 무역, 환경
친화적 요소들과 같이 긍정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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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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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miums will diminish. These markets
should not however be discounted because they can often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income of farmers.
Besides premiums, there are several
other convincing arguments for fostering
the differentiated segments, particularly
those certified as organic, fair trade, or
eco-friendly because of their positive
externalities in the field such as:
- increased use of rural labor and 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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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handling of agrochemicals.
Currently, the differentiated markets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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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 value of
these coffees is created and captured in
consuming countries, but to the extent
that some of this higher value is kept by
producers for their differentiation, these
markets are breaking the pattern of a declining producer share of revenue.
Because many producers are sh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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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 companies are instituting
increased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growing practices that will require further

- 농약의 잠재적 부주의에 대한 건강상
위험 가능성 미비
현재 차별화된 시장에서 북미, 서유럽,
일본의 총 생산량의 9~12%에 해당하는
6백~8백만 포대의 생 원두를 수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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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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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분의 주요 커피 회사들은 지속 가능한 성
장 양상을 확립하고자 자격요건을 증가
시키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
은 더욱 많은 채택 및 인증절차를 요구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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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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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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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 decide to make a stronger
commitment.
As markets for differentiated coffees
grow,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consumers to understand the sometimes
complex verification or certification processes that apply to the standards-oriented coffees, such as organic, fair trade,
eco-friendly, Utz Kapeh, and those using
geographic indicators of origin.
The legitimacy of third-party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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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growing segments. Perhaps more importantly, failure to improve clarity of these
standards and to support third-party verification could also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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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ve
image for a beverage whose appeal has
become stale in many of the more mature markets.
Differentiated coffees are not a panacea,
and industry surveys indicate that two
other factors are equally or, perh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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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dictable quality given
the costs and risks of sourcing from new
suppliers.
This critical competitive factor has several implications, particularly for smaller
suppliers, regarding the need to improve basic business practices,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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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h(국제 소비자 인증 커피), 생산지
의 지리적 지표에 따른 복잡한 입증 및
인증 절차에 대해 점차 소비자들의 이해
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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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 artisanal and industrial
coffee processing plants
OUR INNOVATIVE
TECHNOLOGY
The original patented Vortex system, together with heat
generator separated from the drum, allows a perfect
temperature control during the whole roasting process,
guaranteeing a uniform heat transfer inside the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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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질과 일관성이 오늘날의 커피시장에서
경쟁 시 차별성과 동일하게 중요하거나
차별성보다도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나
타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높은 가

COFFEETREND MAGAZINE / SPECIAL EDITION 2019

A technology that respects the ambient, since IMF roasters
do not need any additional catalyzer, with emissions
widely below law limits.

Respect towards coffee beans, enhancing
the organoleptic characteristics of every origin
in the cup.

agronomic practices in their cooperatives
and organizations.
Differentiation, while increasingly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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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ible for some geographic
areas, there are very few alternatives that
either come close to coffee’s valuable
characteristics, such as its marketability
and long shelf life, especially for remote
rural areas, or which present realistic alternatives for the terrains in which coffee
is currently grown.
Trade protectionism in industrial country
markets particularly continued high levels
of subsidy in industrial countries for their
own farmers, pose additional obstacles
to diversification into oth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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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ually align
more closely with market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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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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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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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sustainability will remain.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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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ously reached highs.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coffee industry over the past few years will
have a powerful influence onthe na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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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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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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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markets. This influence could be as
important as the cyclical, often weatherrelated, shifts in supply and demand that
have considerably influenced the coffee
market in the past.
Understanding these changes is important; otherwise in today’s free markets
there is little hope of relieving the considerable damage caused by market failures, such as imbalances in the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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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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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culture it
will be increasingly incumbent upon producer and trade organizations to provide
necessary services. Fo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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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ese organizations
will also need to establish closer relationships and direct linkages with buyers
and roasters to adequately respond to
market demand and form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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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dities by
broadening the range of products produced by the agriculture sector, improving production and marketing systems,
and supporting the creating of non farm
activities. This will enable countries and
sectors to more easily adjust to the kind
of price swings and structural changes in
world markets experienced by the coffe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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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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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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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Market Analysis

world’s leading producer
of certified organic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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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ergence of significant new markets for organic and fairly traded products has been hail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effort to address the chronic
poverty suffered by many small-scale
agricultural producers in the developing
world. Nowhere are these markets more
developed than in coffee, where a variety of organic, bird-friendly, fair trade, and
other certification systems promise more
value to the producer for attributes valued by consumers.
With million producers around the world
suffering from a prolonged crash in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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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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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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세계 최고의 프로듀서
인증 된 유기농 커피

ducers, contributions that the market on
its own has not recognized.
Social, environmental, and health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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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US$.10-.50/lb over the international
market price. With export prices for uncertified coffee in recent years as low as
US$0.50/lb, the premium can be significant. Fair Trade coffee, meanwhile, offers even higher rewards, paying a fixed
US$1.26/lb for conventional Fair Trade
coffee and US$1.41/lb directly to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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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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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ers?
Mexico is the world’s leading producer of
certified organic coffee and, with Peru,
among the leaders in Fair Trade coffee.
The organic premium paid to these producers generally failed to cover the added
costs associated with organic certif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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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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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lb을 지불하
고 있습니다. 일반 커피 가격이 낮은 관
계로, 유기농 공정 무역 보험을 통해 생
산자가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해당 무역은 총 커피 판매의 일
부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유기농 및 공
정 무역 커피 산업은 확정 기준을 설립하
여 점차 급속도로 시장을 성장해 나아가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동적인 새로운 틈새시
장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전세계의 소규
모 생산자를 괴롭히는 커피산업의 위기
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멕시코는 전세계 선두의 인증된 유기농
커피 생산국으로서, 페루와 더불어 공정
무역 커피를 선도하는 생산국입니다.
생산자들에게 지불되는 유기농 프리미
엄 상환금액은 대체로 유기농 인증 및 관
리와 연관된 부가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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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and maintenance. The large labor investment required by organic production
– often as much as three times the labor
per hectare – was poorly remunerated by
the market returns to organic production.
The two-year transition period, during
which producers received no premium
but had to invest significantly more labor
in their land, was particularly burdensome. A U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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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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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subsidize the transition to organic production, raising base prices to levels that
can compensate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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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ularly striking since these are well-organized producers in a cooperativ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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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nsated producers’ labor at a very low
rate. Because the cooperative could not
sell all coffee for the Fair Trade organic
premium, producers remained vulnerable in the face of low market prices. The
costs of organic certification place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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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헥타르 당 3배 가
량의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듯,
유기농 생산에 필요한 방대한 노동 투자
에 따라, 돌아가는 보수는 상대적으로 저
조하였습니다. 2년의 이행 기간 동안 생
산자들이 프리미엄 금액을 받지 못하면
서 상당한 노동을 더욱 많이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점은 특히 부담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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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out more at: www.colombini.srl or contact your local agent.
Follow us on social

additional burden on the cooperative.
Only government support programs, in
the end, brought producers to a more reasonable rate of return from their coffee
production. There are significant barriers
to entry to these new markets for most
producers. The cost of meeting the standards, particularly for organic certification, can be prohibitive.
Quality is a significant barrier for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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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ingly demands both organic and
high-quality coffee, it too can become
in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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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s nor national government programs
can serve as a substitute for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s to address the price
crisis. As long as supply continu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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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기농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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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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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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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ace demand in a deregulated global
market, and as long as a highly concentrated group of transnational buyers dominate that market, prices will generally
be unsustainably low.
Internationally coordinated effort to reregulate the market is needed to stabilize
prices and raise them to remun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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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chwork
of diverse survival strategies it will likely
combine subsistence and cash crops,
unpaid family labor on the farm, off-farm
employment and migration, market-based opportunities and government programs.
Backed by a more favorable set of policies, the organic and Fair Trade niche
markets can be integrated with other
market-based mechanisms and combined with non-market initiatives to recognize the full value of small-scale coffee
production.
Although niche markets alone are unlikely to provide a comprehensive solution
to the coffee price crisis, they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promoting more
sustainable livelihoods and in beginning
to revalue the environmental, economic,
and cultural contributions of small-scale
farmers in an increasingly global economy.
The emergence of significant new markets for organic and “fairly traded” products has been cit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effort to address the chronic
poverty suffered by many small-scale
agricultural producers in the developing
world.
The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has
moved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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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premium paid by the consumer for
labeled organic products in part reflects
the premium paid to producers for their
organ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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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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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coffee producers,
getting to grips with
evolving market trends

ACP 커피 생산자,

Producing Countries

진화하는 시장 트렌드
에 적응하기

20 21

For about ten years, ACP coffee producers have been playing an increasing role
in global coffee production, with strong
growth in East Africa but a continued decline in West Africa. Some 55% of ACP
production is of arabica coffee, with producers in ten ACP countries growing only
arabica beans. The sharp decline in arabica prices in 2017 has therefore fallen particularly heavily on these ACP producers.
There was a relatively small price recovery
for arabica coffee in 2018. After an initial
rally, prices declined marginally through to
May 2018.
Robusta coffee prices have proved more
stable, with a smaller price fall in 2018
and a recovery in the first months of
2019, taking prices to within 1.4% of their
February 2018 level. However, the price
gains in early 2018 had been largely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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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 년 동안 ACP 커피 생산 업체는 전
세계 커피 생산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
을 해왔으며 동 아프리카의 성장은 계속
되었지만 서 아프리카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ACP 생산의 약 55 %는 아라
비카 커피이며, 10 개 ACP 국가의 생산
자는 아라비카 콩만 재배합니다. 따라서
2017 년 아라비카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이러한 ACP 생산자에서 특히 크게 떨어
졌습니다. 2018 년 아라비카 커피의 가
격 회복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최초
랠리 이후 2018 년 5 월까지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로부스타 커피 가격은 2018 년 2 월보다
1.4 % 이내로 가격을 낮추면서 2018 년
가격이 더 낮아지고 2019 년 첫 달에 회
복되면서 더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
습니다. 그러나 2018 년 초 가격 상승은
2018 년 5 월 말까지 크게 손실되었습니
다.

by the end of May 2018. African robusta
coffee producers have launched initiatives
to improve quality and promote greater
use of robusta beans, which is considered necessary given the predominance of
arabica production in Africa and the rapid
growth in robusta consumption in recent
years.
Although demand growth is strongest in
emerging markets, product differentiation
is a growing feature of established coffee
markets (e.g. single-origin coffees, coffee
certified as sustainably produced, fair-trade coffee and organic coffee). The growth
in sales of single-serve coffee pods is also
a major feature of established coffee markets. The challenge of serving differentiated coffee markets is increasingly being
taken up in Eastern Africa. However, the
bulk of sustainably certified coffee continues to be sourced from Latin America.
This raises the policy challenge of promoting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and guiding
producers through the numerous schemes available, many of which involve different costs and benefits. The distribution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certification
schemes along the supply chain is likely
to gain significance in the coming years.
Because of the strong demand growth in
emerging markets, East African producers are continuing to seek new partners
not only for marketing coffee but also for
investment in value-added processing.
The Jamaican experience in marketing
Blue Mountain Coffee highlights the challenges faced in identifying new partners
in non-traditional markets, which has
led to a quest for entirely new partners.
In Ethiopia, Africa’s largest coffee producer, export levels were adversely affected
in 2016/17 by disput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exporting companies, in part linked to strategies for managing disease transmission challenges.
Although there was strong export growth
in 2017/18, price declines held back the
growth in earnings. The dispute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exemplifies the importance of harmonious relationships if volatile markets are to be ef-

아프리카 로부스타 커피 생산자들은 아
프리카에서 아라비카 생산의 우세와 최
근 로버 스타 소비의 빠른 성장을 고려
할 때 품질을 개선하고 로버 스타 콩의
더 큰 사용을 촉진하기위한 이니셔티브
를 시작했다.
신흥 시장에서 수요 성장이 가장 강하지
만 제품 차별화는 기존 커피 시장 (예 :
단일 원산지 커피, 지속 가능한 생산으로
인증 된 커피, 공정 무역 커피 및 유기농
커피)의 특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일
서빙 커피 포드의 판매 증가는 또한 확
립 된 커피 시장의 주요 특징입니다. 동
아프리카에서는 차별화 된 커피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과제가 점차 커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인증
된 커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속 공급
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과 혜택이 다른 다양한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증을 홍보하고 생산
자를 안내하는 정책 과제를 제기합니다.
공급망을 통한 인증 체계의 비용 및 이
점 분배는 향후 몇 년 동안 중요해질 것
입니다. 신흥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에 따라 동 아프리카 생산 업체들은 커
피 마케팅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가공에
대한 투자를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Blue Mountain 커피 마케팅에 대한 자메
이카의 경험은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파
트너를 찾는 데 직면 한 문제를 강조하고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를 찾습니다. 아프
리카 최대 커피 생산국 인 에티오피아에
서 수출 수준은 2016/17 년 정부와 민간
수출 회사 간의 분쟁으로 인해 질병 전
염 문제 관리 전략과 관련이있었습니다.
2017/18 년에는 수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가격 하락은 수입 증가를 지연 시켰습니
다. 변동이 심한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려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분쟁은 조
화로운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차별화 된 커피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맥락에서 정부 규제 및
보조자 역할의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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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tively managed. There is also the issue
of the role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parastatals in the context of a need to serve increasingly differentiated coffee markets. This is a challenge across a number
of ACP regions, and is linked to the need
for innovative strategies in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coffee, to deal more effectively with price volatility and rising input costs. The related problems of pest
infestations and climate change are also
affecting coffee production in some ACP
regions, with “aid for trade” support potentially having a role to play in facilitating
necessary adjustments.

Coffee production in the Caribbean’s
main producer, the Dominican Republic,
continues to rise, while Jamaican production still falls below expectations, despite
efforts to diversify markets and improve
marketing. In the Pacific, however, there
continues to be scope to expand quality differentiated coffee production, which
serves particular niche markets. In May
2015, arabica and robusta coffee prices
hit record highs of US$304.9 cents/lb
and US$2,588 per tonne, but afterwards
prices have consistently fallen: by June
2018 there had been a 60% drop in arabica and 30% drop in robusta prices. In
November 2018, the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ICO) warned that the weak
coffee market was generating “price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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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러 ACP 지역에서 문제가되며 가
격 변동성 및 투입 비용 상승을보다 효과
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커피 생산 및 마케
팅에서 혁신적인 전략의 필요성과 관련
이 있습니다.
해충 침입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
는 또한 일부 ACP 지역에서 커피 생산
에 영향을 미치며,“무역 지원”지원은 잠
재적으로 필요한 조정을 용이하게하는
역할을합니다.
캐리비안의 주요 생산자 인 도미니카 공
화국의 커피 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
며, 시장 다변화 및 마케팅 개선에도 불
구하고 자메이카 생산은 여전히 기대 이
하입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는 특정 틈새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 된 품질의 커
피 생산을 확대 할 여지가 계속 있습니
다.
2015 년 5 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커피
가격은 사상 최고치 인 304.9 센트 / 파운
드와 톤당 2,588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
락했습니다 .2018 년 6 월까지 아라비카
는 60 %, 로버타 가격은 30 % 하락 .
2018 년 11 월, 국제 커피기구 (ICO)는
약한 커피 시장이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생성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체 농작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일부
생산자는 커피 생산을 포기하고 장기 공
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아라비
카와 로부스타 커피의 가격 차이의 진화
는 최근 몇 년간 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
다.
2017 년 아라비카 가격 프리미엄은 US
$ 1.90 / lb로 일부 커피 로스터는 블렌드
에서 아라비카 커피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생산 및 수요 동향
2018/19 년 커피 생산에서 전 세계 생
산량은 1 억 7,700 만 백, 아라비카 생산
은 1 억 1,79 만 백, 61 %, 로보 스타는
660,98 백만 백으로 총 39 개 점유 %입
니다.
올해 상위 5 대 커피 생산량은 세계 생산
량의 73 %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폭우로 인해 생산
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커피 녹은 중앙 아
메리카 커피 재배 지역의 50 %에서 생산
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low the cost of production”. Higher prices of alternative crops have led to some
producers abandoning coffee production,
raising concerns over long-term supplies. The evolution of the price differential
between arabica and robusta coffee has
had a major effect on demand in recent
years. In 2017, the arabica price premium
was US$1.90/lb, leading some coffee roasters to increase use of arabica coffee in
blends.

소비는 또한 전 세계 평균 2.4 %에 비해
신흥 시장에서 매년 6.6 %의 강력한 수
요 증가를 반영하여 2016/17 년 1,580 만
건, 2017/18 년에는 1,160 만 건에 이르
렀다.
결과적으로 주식은 약 17.1 % (18.2 ~
1,550 만 백) 떨어졌다. 신흥 시장의 수
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더욱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Production and demand trends
In coffee year 2018/19, world production
is estimated at 168.77 million bags, with
Arabica output, estimated at 103.79 million bags, accounting for 61% and Robusta, estimated at 64.98 million bags,
representing 39% of the total. Output in
the five largest producers this coffee year
would account for 73% of world production. But even larger production increases were held back by heavy rains in Indonesia, and coffee rust disease affected
production in 50% of the Central American coffee growing areas. Consumption
also grew rapidly, reaching 158.1 million
bags in 2016/17 and 161.5 million bags in
2017/18, which reflects a strong demand
growth in emerging markets of 6.6% per
annum, compared to the global average
of 2.4%. Consequently, stocks have fallen
by some 17.1% (from 18.2 to 15.1 million bags). The strong growth in demand
in emerging markets may have prevented
even more dramatic price declines. However, production is expected to fall back
in both Brazil and Vietnam in 2019/20. It
is now apparent that the longerterm impact of Brazil’s “off-and-on year cycle” is
reducing in intensity, as new coffee areas
have been opened up with higher yields
and less risk of frost damage.
A major feature of the coffee market in
2017/18 was the continued growth in demand for robusta coffee beans. Although
markets such as the US have denigrated
robusta for many years, things are changing. Looking back at the past. in 2015
US imports of robusta coffee increased
threefold (although they are still only equi-

그러나 2019/20 년에는 브라질과 베트
남에서 생산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새로운 커피 지역이 생산량 증가와 서리
손상 위험 감소로 인해 브라질의 “연중
무휴주기”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017/18 년 커피 시장의 주요 특징은 로
부스타 커피 원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였다. 미국과 같은 시장은 수년간 견
고성을 거부했지만 상황은 변하고 있습
니다.
과거를 되돌아 봅니다. 2015 년 미국의
로부스타 커피 수입량은 3 배 증가했지
만 (아라비카 수입량의 12 %에 불과하
지만)이 추세는 향후 2 년간 지속됩니다.
반면, 아라비카 수입은 2016 년 3 분의
1로 감소하여 아라비카 커피의 교환 인
증 주식 (+ 72 %)이 증가하고 로버 카 커
피의 교환 인증 주식 (-55 %)이 감소했
습니다.
장기적으로, 로부스타의 수요는 아라비
카의 + 1 %에 비해 2019 년과 2020 년에
매년 6 % 씩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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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 to 12% of the volume of arabica
imports), with this trend continuing into
the next two years. In contrast, arabica
imports fell by a third in 2016, resulting
in growing exchange-certified stocks of
arabica coffee (+72%) and a decline in
exchange-certified stocks of robusta coffee (−55%). In the long term,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robusta will grow by
6% per year in 2019 and 2020, compared
to +1% for arabica.
Despite this growing trend toward robusta coffee, some major retailers, such as
Starbucks or KFC’s fast-food chain Yum
Brands, still remain hostile to Robusta because of a persistent image of lower standard coffee. Rising coffee consumption in
emerging countries (+21% between 2016
and 2018) was the second major feature of the coffee market that was confirmed in 2017/18. This is closely linked to
increasing consumption in coffee producing countries, in some instances with a
growing demand for quality coffee. Thus
Brazilian consumers are now increasingly in direct competition with the average
European and American coffee consumers. In 2017, Brazilian robusta coffee
exports fell by 57% because of rising local demand. Local coffee consumption
is also increasing in Indonesia, which is
increasing demand pressure and hence
supporting prices. There is considerable
effort to promote coffee consumption in a
number of ACP coffee producing countries. For example, with government support, Cameroon’s private sector Conseil
Interprofessionnel Café Cacao - CICC
has launched Festicoffee, an annual event
with the dual aim of rejuvenating coffee
production and stimulating domestic consumption.
In East Africa, the Coffee Board of Kenya
has been encouraging domestic coffee
consumption through coffee awareness
campaigns. Indeed, over the last 3 years,
many coffee shops have opened in major urban centres across the East African
Community (EAC), catering for a growing
middle class. Coffee consumption is taking off most strongly in Kenya, with e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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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단한 커피에 대한 이러한 추
세에도 불구하고 Starbucks 또는 KFC
의 패스트 푸드 체인 Yum Brands와 같
은 일부 주요 소매 업체는 표준 커피 품
질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견고한 커피에
적대적입니다. 신흥국의 커피 소비 증
가 (2016 년과 2018 년 사이 21 % 증가)
는 커피 시장의 두 번째 주요 특징으로
2017/18 년에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커피 생산 국가의 소비 증가와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양질의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소비자는 이제 평균 유럽
및 미국 커피 소비자와 직접 경쟁하고 있
습니다.
2017 년 브라질의 로부스타 커피 수출은
지역 수요 증가로 57 % 감소했다. 인도
네시아에서도 현지 커피 소비가 증가하
고 있으며 이는 수요 압력을 높이고 가격
을 지원합니다.
많은 ACP 커피 생산 국가에서 커피 소
비를 촉진하기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으로 카메룬의 민간
부문 인 Conseil Interprofessionnel Café
Cacao-CICC는 커피 생산을 젊어지게하
고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두 가지 목표
를 가진 연례 행사 인 Festicoffee를 시작
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에서 케냐 커피위원회는
커피 인식 캠페인을 통해 국내 커피 소비
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 년 동안 많은 커피 숍이
동 아프리카 공동체 (EAC) 전역의 주요
도시 센터에 문을 열었으며 중산층이 증
가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커피 소비는
15 ~ 20 %의 성장률로 가장 크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차를 선호하는 탄자니아
에서는 성장률이 케냐에 비해 10 분의 1
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국내 커피 소비
를 촉진하기위한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AC 내 커피 소비는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계 커피 수출은 2017 년 10 월 / 5 월과
2018/2019 년 사이에 약 7 % 성장했습
니다. 그러나 2019/20에 대한 관점은 다
양합니다.
로스터와 브라질 생산 업체의 구매가 예
상되는 세계 시장의 잠재적 적자 때문에
아라비카 가격에 대한 긍정적 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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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 달 안에 베트남의 생산자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세계 강건 가격을 올릴
수있다.
반면, USDA는 향후 몇 년간 세계 가격이
변동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mated growth rates of 15–20%. In Tanzania, where a distinct preference for tea
exists, growth rates are one-tenth of those in Kenya. Elsewhere, little effort is being
put into promoting domestic coffee consumption. Nevertheless, it is anticipated
that coffee consumption within the EAC
will continue to grow steadily. World coffee exports grew by some 7% between
production years October/May 2017/18
and 2018/2019. However, perspectives
for 2019/20 vary.
A positive outlook is expected for the arabica price, owing to a potential deficit on
world markets, with anticipated purchases by roasters and Brazilian producers
holding off the market. A similar strategy
might be followed by Vietnamese producers in the coming months to shore up
world robusta prices. On the other hand,
USDA forecasts that world prices will drift
in the coming years.

Trends in differentiated coffee,
direct marketing and processed
coffee products
In spite of the economic crisis, there has
been a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gourmet coffee culture between 2016
and 2018, similar to the gourmet wine
culture. Top Parisian hotels such as George V and the Hotel Vendôme have therefore developed special “coffee times”,
with coffee “grand cru” being offered,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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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된 커피, 다이렉트 마케팅 및 가
공 커피 제품의 트렌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6 년과 2018
년 사이에는 미식가 와인 문화와 유사한
미식가 커피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했
습니다.
George V 및 Hotel Vendôme과 같은 파
리의 최고 호텔은 커피“그랜드 크루”와
함께 특별한“커피 타임”을 개발했습니
다.
두 번째 주요 트렌드는 Nespresso,
Senseo 및 Lavazza와 같은 브랜드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용하기 쉬운 “단일 서비
스”캡슐 및 백의 판매 증가입니다.
이 시장 구성 요소는 2018 년에 90 억 달
러에 달했습니다 (서유럽에서만 61 억
달러).
커피 포드의 판매는 최근 몇 년 동안 매
년 20 %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1
년까지 커피 시장의 1/3을 차지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 인분 커피 포드의 소
매 가격은 50 달러 / 파운드에 해당하며,
커피 포드의 공급망을 따라 상당한 추가
가치가 생성되고 있으며, 현재 ACP 커피
생산 업체의 주머니에 들어 가지 않는 경
우가 거의 없음 그리고 커피 분야 기업.
세 번째 경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이니셔티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지속 가능성,
유기적, 공정 거래 인증 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UTZ 인증”커피의 판매는
2018 년 38 % 증가한 188,096 톤으로 새
로운 파트너가 제품을 지원합니다.
인증 된 Fairtrade 및 Rainforest Alliance
커피의 미국 수입은 2017 년에 94,000
톤의 기록을 달성했으며 42 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60 개의 새로운 수입업자와 로
스터가 공정 거래 커피에 참여하고 50 개
의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2017 년 Fairtrade 커피의 37 %는 유기농
인증을 받았으며 (1 억 8,500 만 톤의 커
피 원두). Rainforest Alliance에 따르면이

of which highlight the availability of niche
markets for top-quality coffee.
A second major trend is the increased sales of coffee pods – easy-to-use “singleserve” capsules and bags popularised by
brands such as Nespresso, Senseo and
Lavazza. This market component was
worth US$9 billion in 2018 ($6.2 billion
alone in western Europe). It is estimated
that sales of coffee pods have been increasing at 20% per annum in recent years, with the potential to constitute a third
of the coffee market by 2021. Reports
found that the retail price of single-serve
coffee pods was equivalent to US$50/lb,
suggesting that considerable additional
value is being generated along the supply chain for coffee pods, little of which
currently finds its way into the pockets of
ACP coffee producers and coffee sector
enterprises.
A third trend was the increasing number
of initiatives to directly link producers to
consumers. Most, but not all, are linked to
sustainability, organic and fair-trade certification schemes. Sales of “UTZ Certified”
coffee, for example, increased by 38% in
2018 to 188,096 tonnes, with new partners supporting the product. US imports
of certified Fairtrade and Rainforest Alliance coffee reached a record of 94,000 tonnes in 2017, valued at US$42 million, with
60 new importers and roasters becoming
involved in fair-trade coffee and 50 new
products being launched. In 2017, 37% of
Fairtrade coffee was certified organic (that
is 185 million tons of coffee beans). According to Rainforest Alliance, this growth
was boosted, among other initiatives, by
McDonald’s, whose espressos are now
100% Rainforest Alliance certified.
Other North American companies, such
as Caribou Coffee, Second Cup, Green
Mountain Coffee Roasters and Nespresso,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trend.
For its part, the UK Food Retail Industry Challenge Fund (FRICH) has financed
fair-trade coffee projects and facilitated
direct marketing links with major UK retailers such as Sainsbury’s. This has created
opportunities for exports of gourmet cof-

성장은 에스프레소가 100 % Rainforest
Alliance 인증을받은 McDonald ‘s에 의
해 다른 이니셔티브에 의해 촉진되었습
니다.
Caribou Coffee, Second Cup, Green
Mountain Coffee Roasters 및 Nespresso
와 같은 다른 북미 기업들도이 추세에 기
여했습니다.
영국 식품 소매 산업 챌린지 펀드
(FRICH)는 공정 무역 커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Sainsbury와 같은 영국
주요 소매 업체와의 직접적인 마케팅 링
크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는 콩고 민주 공화국 (DRC)의 공정 무
역 인증 생산자 협동 조합에서 미식가 커
피를 수출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
다.
Sainsbury ‘s는 Malawian Mzuzu
Fairtrade 분쇄 커피를 전시합니다.
영국은 세계 최고의 공정 거래 시장으로
남아 있지만 중국도 성장하는 시장입니
다.
2018 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
자는 공정 거래 커피 또는 여성 소비자에
게 22 %의 가격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커피를 만드
는 소비자는 추세를 높이는 것으로보고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발전은 신흥 시장에서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로부스타의 수요
증가는 전통적으로 미식가 시장을 지배
했던 아라비아의 수요 증가를 앞질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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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 from a Fairtrade-certified producers’
cooperative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Sainsbury’s has been
displaying Malawian Mzuzu Fairtrade
Ground Coffee.
While the UK remains the leading fairtrade market in the world, China is also a
growing market. According to a 2018
survey, Chinese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a 22% price premium for fairtrade
coffee, or even more in the case of female
consumers. Consumers who make their
own coffee are reported to be likely to increase the trend. Developments on the
Chinese market also highlight the soaring
demand for instant coffee in emerging
markets. The demand growth for robusta
has, therefore, outpaced demand growth
for arabica, which has traditionally dominated the gourmet market. World soluble
imports have gone from 9.3 million bags
in 2016/17 to 9.6 million bags in 2018/19,
decreasing only slightly in 2016/17 to 9.1
million bags. Chinese imports have gone
from 115,000 bags in 2014/15 to 400,000
in 2015/16 and 700,000 bags in 2016/17
– a sixfold increase in 4 years. Japan’s imports have increased, from 630,000 bags
in 2016/2017 to 800,000 in 2017/18
(although shifts in demand have created considerable problems for Jamaican
Blue Mountain Coffee exporters); and in
Thailand from 270,000 to 650,000 bags
in 2017/18. Russia, however, remains the
leading importer of soluble coffee, importing 2.8 million bags in 2017/18, with the
second largest importer, the Philippines,
showing considerable import volatility, but
still accounting for 1.5 million bags.
Significantly, with the price differential
between robusta and arabica coffee having declined dramatically, some instant
coffee makers have started using lowgrade arabica in their instant coffee blends. For example, Uganda Drugar beans,
an unwashed and low-quality arabica,
stored in US warehouses, fetched roughly US$1.15/ lb in early June 2018, while Uganda standard robusta was being
sold to US importers at the same time
for around US$1.18/lb. Some ro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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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수용성 수입은 2016/17 년 930
만 백에서 2018/19 년 960 만 백으로.
2016/17 년에는 910 만 백으로 약간 감
소했습니다.
중국 수입은 2014/15 년 115,000 봉에서
2015/16 년 40 만, 2016/17 년 70 만 봉
지로 감소, 4 년간 6 배 증가.
2016/2017 년 일본 수입은 2017/18 년
에 630,000 봉지에서 800,000 봉지로
증가했습니다 (요구의 변화는 자메이카
Blue Mountain 커피 수출업자들에게 심
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태국의 수
입량은 2017/18 년에 270,000 봉지에서
650,000 봉지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7/18 년에 280 만
백을 수입하는 용해성 커피의 주요 수입
국으로 남아 있으며, 필리핀은 두 번째로
큰 수입국으로 상당한 수입 변동성을 보
이나 여전히 150 만 백을 차지하고있다.
로버타 커피와 아라비카 커피의 가격 차
이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일부 인스턴
트 커피 메이커는 인스턴트 커피 블렌드
에서 저급 아라비카를 사용하기 시작했
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창고에 보관 된 씻지 않
고 품질이 낮은 아라비카 인 우간다 드러
커 (Uganda Drugar) 콩은 2018 년 6 월
초에 약 US $ 1.15 / lb를 가져 왔으며,
Uganda 표준 로부스타는 미국 수입업자
에게 US $ 1.18 / 파운드
일부 로스터는 또한 몇 년 전에 저가 로
버트로 전환 한 후 아라비카로 돌아 왔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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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lso returning to arabica after having
switched a couple of years ago to lowerpriced robusta. So far, the switch in beans
is limited in scale because it is easier for
instant coffee makers or small roasters to
change blends than for large roasters.
Between 2016/17 and 2017/18, ACP
countries increased their production by
13.6%. Increases were registered in all
ACP coffee producing countries except
Ghana, Liberia, Malawi, Papua New Guinea (PNG), Sierra Leone and Togo. It is
estimated that ACP producers will represent 14.2% of global coffee production in
2018/19, compared to 12.7% in 2016/17,
in the context of a 6.4% increase in global
production. ACP exports have increased
strongly with a 19.3% increase in comparison to global growth of 7%, resulting in
the ACP region’s share rise from 9 to 10%
of global exports between October 2017
and April 2018. Several ACP countries
have registered strong increases in the
volume of export: Burundi (+77%), Dominican Republic (+54%), Ethiopia (+51%),
Tanzania (+92%) and Uganda (+27%).
But there have been disappointing financial returns, given the lower global prices.
Indeed, the fall in world market prices
in 2017 and 2018 has strongly affected
the 26 ACP coffee producing countries.
Countries with a high coffee export dependence were particularly affected (e.g.
Burundi, with 59% of total export earnings, Ethiopia 33%, and Rwanda 27%).
In Kenya, for example, prices per tonne
fell from KShs 513,590 in 2016 to Kshs
429,327 in June 2018, while in Cameroon producer prices at the beginning
2018 were FCFA 850/kg compared to
FCFA 1,400/kg 3 years earlier.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a major challenge to
keep coffee farmers interested in coffee
production, rather than switching to other
crops.

Developments in West
and Central Africa
Developments in Côte d’Ivoire, Africa’s
second largest robusta producer, were
dominated in 2017 by increas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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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스턴트 커피 메이커 또는 소
형 로스터가 대형 로스터보다 블렌드를
변경하기가 쉽기 때문에 콩의 스위치는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2016/17과 2017/18 사이에 ACP 국가
는 13.6 % 생산량을 늘 렸습니다. 가
나, 라이베리아, 말라위, 파푸아 뉴기니
(PNG), 시에라 리온 및 토고를 제외한 모
든 ACP 커피 생산 국가에서 증가가 등록
되었습니다.
ACP 생산 업체는 2018/19 년 전 세계 커
피 생산의 14.2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되며, 2016/17 년 12.7 %와 비교하여 전
세계 생산이 6.4 %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ACP 수출은 전 세계 성장률 7 %에 비해
19.3 % 증가하여 크게 증가하여 2017 년
10 월에서 2018 년 4 월 사이에 ACP 지
역의 점유율이 전 세계 수출의 9 %에서
10 %로 증가했습니다.
몇몇 ACP 국가들은 부룬디 (+ 77 %), 도
미니카 공화국 (+ 54 %), 에티오피아 (+
51 %), 탄자니아 (+ 92 %), 우간다 (+ 27
%) 등 수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등
록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재무
수익이 실망 스러웠습니다.
실제로 2017 년과 2018 년 세계 시장 가
격의 하락은 26 개의 ACP 커피 생산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커피 수출 의존도
가 높은 국가가 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 부룬디, 전체 수출 수입의 59 %, 에
티오피아 33 %, 르완다 27 %).
예를 들어, 케냐의 톤당 가격은 2016 년
KShs 513,590에서 2018 년 6 월 Kshs
429,327로 하락한 반면, 2018 년 초 카메
룬 생산자 가격은 3 년 전 FCFA 1,400 /
kg에 비해 FCFA 850 / kg이었습니다. 이
러한 배경에서 다른 농작물로 바꾸지 않
고 커피 농민이 커피 생산에 관심을 갖도
록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engagement in the coffee sector,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ffee reform programme. Auction sales are held under the
reformed system to determine the guaranteed producer price, which was set
at FCFA 620/kg – a level higher than the
average paid over the previous 8 years.
Coffee production in Côte d’Ivoire is increasing: it’s estimated production of 2.3
million bags in 2018/19, compared to less
than 1 million bags 4 years ago. However, coffee bean exports totalled 32,564
tonnes from October 2018 to April 2019,
down nearly 8% on the same period last
season.
The government of Côte d’Ivoire approved a 4-year programme to relaunch the
coffee sector, totally financed from its
own resources. The programme’s aim is
to achieve coffee production of around
200,000–300,000 tonnes in 5 years, from
a current level of 120,000 tonnes. The

다. 이는 지난 8 년간 지불 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코트 디부 아르의 커피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 / 19 년에 230 만 백의 생
산량이 4 년 전의 100 만 백 미만인 것으
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커피 콩 수출량은 2018 년 10 월
부터 2019 년 4 월까지 총 32,564 톤으
로 지난 시즌 같은 기간에 거의 8 % 감
소했습니다.
코트 디부 아르 정부는 커피 자원을 완전
히 재원으로 조달하는 4 년제 프로그램
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5 년 만에 현
재 120,000 톤 수준에서 약 200,000 ~
300,000 톤의 커피 생산을 달성하는 것
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농민에 대한 교육 및 관
리 지원, 신용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중
개인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협력 협회의
형성을 권장합니다.
또한 코트 디부 아르 산악 지역 (현재 생

서부와 중앙 아프리카의 발전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로버타 생산
국 인 코트 디부 아르의 개발은 커피 개
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커피 부문에 대
한 국가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2017
년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경매 판매는 개혁 된 시스템하에 유지되
어 보장 된 생산자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는 FCFA 620 / kg으로 설정되었습니

via Caboto, 31  34147 Trieste  Italy
info@demus.it  www.demus.it

programme involves training and management support to farmers, improving
access to credit, and encouraging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associations to
reduce the role of intermediaries. Emphasis is also placed on developing valueadded coffees, including developing geographical designations of origin for quality
washed coffee from the mountainous
regions of Côte d’Ivoire (which currently
accounts for 40% of production). There is
an ongoing campaign to promote the local consumption of coffee with financing
and training being provided to young people to open coffee kiosks. Local coffee
consumption in Côte d’Ivoire is currently
estimated at 118,000 bags, down from
an earlier average of 300,000 bags (this is
attributed by USDA representatives to a
higher portion of production being exported, which leaves less available for domestic consumption).
Cameroon is pursuing a strong coffee
policy, with the aim of producing 180,000
tonnes of arabica and robusta by 2021
as against 71,000 tonnes forecast in
2018/19. The country hopes to attract
young farmers into coffee production (the
current average age is 56 years) through
the “new generation” programme. This
is accompanied by efforts to boost local
consumption through the annual “Festicoffee”. Currently, coffee consumption in
Cameroon amounts to 78,000 bags per
annum. In 2017, locally processed coffee
amounted to only around 250 tonnes,
under half of 1% of domestic coffee production. Efforts are under way to redevelop coffee production in Angola, which
currently produces approximately 18,000
tonnes compared to 235,000 tonnes
in 1967. A contract was signed with
Thai Hoa Vietnam Group to rehabilitate
100,000 ha of former coffee producing
lands over a 10-year period, using Brazilian financing (US$250 million). A US$8.5
million project to rehabilitate 13 cooperatives and more than 100 associations on
4,000 ha in Porto Amboim, in Kwanza Sul
Province, has also been agreed.
New opportunities for marketing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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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의 40 %를 차지함)에서 양질의 세탁
커피 원산지 지정을 포함하여 부가가치
커피 개발에 중점을두고 있습니다.
커피 키오스크를 열도록 젊은이들에게
자금과 훈련을 제공하여 커피의 현지 소
비를 촉진하기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트 디부 아르의 현지 커피 소비량은 현
재 평균 30 만 봉지에서 118,000 봉지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USDA
대표가 수출하는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내수 소비가 적음).
카메룬은 2018/19 년에 예측 된 71,000
톤에 비해 2021 년까지 18 만 톤의 아라
비카와 로부스타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강력한 커피 정책을 추구하고있다.
한국은“신세대”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농
부들을 커피 생산 (현재 평균 연령은 56
세)으로 끌어 들이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연례 “Festicoffee”를 통해 지역 소
비를 늘리기위한 노력이 수반됩니다. 현
재 카메룬의 커피 소비량은 연간 78,000
봉지입니다.
2017 년 현지 가공 커피는 국내 커피 생
산량의 1 %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250
톤에 불과했습니다.
앙골라에서 커피 생산을 재개발하려
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현재 1967 년
235,000 톤에 비해 약 18,000 톤이 생산
됩니다.
Thai Hoa Vietnam Group과 계약을 맺고
브라질 금융 (2 억 5 천만 달러)을 사용
하여 10 년 동안 10 만 헥타르의 이전 커
피 생산지 재건을위한 계약을 체결했습
니다.
콴자 술 주에있는 포르토 암 보임 (Porto
Amboim)에서 4,000ha에 13 개의 협동
조합과 100 개가 넘는 협회를 복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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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e: from the gourmet coffee culture,
through organic and fair-trade certified
coffees, to the growing rise of single-serve coffee pod consumption in traditional
markets, and the rise of instant coffee
markets in emerging economies. While
a variety of national initiatives have been
launched to try to tap into these evolving
trends, there would appear to be real cost
benefits from a collective undertaking of
basic analytical work on market trends.
This could be carried out at the regional
level (e.g. through the African Fine Coffees Association) or collectively at the ACP
level, given the commonality of interest
across the ACP. More detailed market research could then be left to industry associations to define the specific marketing
strategies required in the specific national
and regional contexts to most effectively
capitalise on evolving trends.

위한 850 만 달러 프로젝트도 합의되었
습니다. 미식가 커피 문화에서 유기농 및
공정 무역 인증 커피를 통한 새로운 시장
에서의 기회는 전통적인 시장에서 단일
서빙 커피 포드 소비의 증가와 신흥 경제
에서 인스턴트 커피 시장의 증가에 이르
기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추세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지
만 시장 추세에 대한 기본 분석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면 실질적인 비용 이점
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ACP 전반에 걸쳐 공통된 관심사를
고려할 때 지역 수준 (예 : 아프리카 고
급 커피 협회를 통해) 또는 집합 적으로
ACP 수준에서 수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보다 자세한 시장 조사를 산업
협회에 맡겨 특정 국가 및 지역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정 마케팅 전략을 정의하여
진화하는 추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TME:
an all-Italian passion
at the service of
the coffee industry

커피 산업을 지원하는
모든 이탈리아 열정

For us at TME, coffee is a philosophy, a
way of being. This is why, thirty-seven years ago, it became our job, committing
ourselves every day to finding increasingly innovative solutions for its packaging,
so that not a single note of that precious
symphony of scents and flavours is lost.
For more than twenty years now our research has focused above all on singledose packaging machines and systems,
which today come in three different lines,
each suited to different needs, from the
artisan coffee shop to leading industries:

Spotlights on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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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E:

• HTN capsule packaging line, with a
production speed of 280 capsules/minute, high manufacturing quality, considerable production flexibility and very low
maintenanc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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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TME에게 커피는 진정한 철학이며
존재 방식입니다. 37 년 전, 우리는 커피
를 직업으로 선택하여 매일 커피의 포장
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매일 노
력하고, 커피의 귀중한 향과 맛이 조화가
사라지지 않게 했습니다.
20년 넘게 저희 연구는 주로 커피의 일회
용 포장 기계 및 시스템에 중점을 두었으
며, 오늘날 3가지 라인을 제공하며 각 라
인마다 장인 로스팅 업체부터 대량 산업
까지 필요한 부분을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캡슐 포장 라인 HTN, 분당 280 캡슐의
생산 속도까지 올라가며 커피의 높은 품
질, 상당히 유연한 생산 및 매우 낮은 유
지 보수 비용이 특징입니다.
• 캡슐 포장 라인 HTS, 분당 300 캡슐부
터 생산을 관리하며 고속 포장의 필요와
여러 번 생산 교대가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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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S capsule packaging line, for production starting from 300 capsules/minute, satisfying the needs for high-speed
packaging and on multiple production
shifts.
• CIALDY HT packaging line, the latest
arrival. The sum of all the previous models retaining their character and durability, as well as their reliability and simple
design.
Only by maintaining the flexibility of all our
products we have been able, over the years, to enter into commercial agreements
with major multinational companies - leaders in the market of disposables - for the
supply of assembling machines for coffee
capsules.
An intuition of our management, which
allowed us to expand and export a large
part of our production through an extensive sales network and a brand, TME,
recognized and appreciated throughout
the world.
In short, we like coffee a lot - but that’s
not all. Our story begins a little further
back, in a small factory in Villanova d’Arda, in Emilia, in the land of Giuseppe Verdi and blossoming cherry trees.
Those were years of great fervour, when
we were looking for solutions for the
packaging of all kinds of powdered products: from coffee to tea, from yeasts to
cosmetics.
The sale of our first weighing machine
to an important local roasting company,
with whom we have developed a solid
and true partnership that continues today, dates back to 1982, the year we
established our business.
But we didn’t stop there and, after only
three years we made the bold decision to
open up to international markets. In 1985
we sold our first coffee packaging line
to the US company MrEspresso, in San
Francisco. Then, in 1994, we developed
a commercial agreement with Unilogo for
the sale of dry yeast packaging machines
that quickly made us known all over the
world as leaders in th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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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라인 CIALDY HT, 최신 라인으로
서 신뢰성과 단순성뿐만 아니라 그 특성
과 견고성을 유지 한 모든 이전 모델의
집합 입니다.
커피 캡슐 조립 기계의 공급을 위해 일회
용 제품 시장의 선두 기업인 다국적 기업
과 상업적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었던 것
은 모든 제품의 다양한 성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경영진의 직감덕분에 저희 생산
의 대부분을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인 TME가 확산되었습
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커피를 많이 좋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저희의 역사는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의 고향이자 벚꽃이 유명한 에
밀리아(Emilia) 지역, 빌라 노바 다르다
(Villanova d’Arda)에서 시작합니다. 커
피에서 차, 이스트와 화장품에 이르기까
지 모든 분말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솔루
션을 찾아가는 큰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82년도에 중요한
현지 로스팅 회사에 첫 번째 계량기를 판
매한 이래 오늘날까지 견실하고 성실한
파트너십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불
과 3 년 만에 위험을 감수하고 국제 시
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5
년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회사
MrEspresso에게 첫 번째 커피 포장 라
인을 판매했습니다. 그런 다음 1994 년
에 Unilogo와 건식 이스트 포장 기계의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몇 년 안에
이 분야의 리더로서 전 세계에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연구와 열정이 가득
한 개발의 노력 덕분에 커피를 포장하는
새로운 트렌드인 일회용 포장을 처음부
터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ME의

Market study and research, of which we
are so passionate about, have allowed
us to single out the new trend of singledose coffee packaging right from its beginnings, so much so that the first Cialdy
TME machines date back to 1996. Today,
this is the core of our production thanks
to which we have expanded and quickly
reached important and, until a few years
ago, incredible goals.
Our first patent of 2006, for example, and
the opening - the following year - of our
new headquarters in Fidenza, in the heart
of the foodvalley, followed in 2010 by the
production of the new HTS, a high-speed
single-dose packaging line.
What has always defined us is speed,
together with an all-consuming passion
for innovation. And it is from the union
of these two traits that in 2013 the R&D
lab was set up in Fidenza, for the study
of cutting-edge technological solutions,
but above all able to ente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How? By responding to
the needs of our customers in terms of
quality and speed of production, but also
thanks to a dynamic and attentive customer care system. Because the quality of
a machine also goes through installation,
assistance and maintenance, which we
guarantee on all our products, also abroad, with an on-site service available in several countries.
And it is precisely to meet the needs of
our customers that we have built a testing
plant within our lab, to test materials and
manage sim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customized technological solutions.
A valuable tool equipped with all the
additional modules that TME offers and
through which different variables can be
tested: from the construction materials of
the capsules to the type of machine load,
as well as the performance of all the new
modules. It is an investment that allows
us to work side by side with our customers and find the perfect solution to their
needs. In recent years we have done so
much: in 2016 we opened a branch in
Brazil and in 2017 we became a joint-

첫 Cialdy 기계는1996 년으로 거슬러 올
라갑니다. 이 기계는 저희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몇 년 만에 놀라운 목표에 도
달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저희는 2006년, 푸드 밸리의 중심에 있
는 Fidenza에 있는 새로운 본사의 개장
한 다음 해에 첫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다시, 고속 단일 용량
패키징 라인인 새로운 HTS를 특허로 등
록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큰 열정과 함께 우리는 항상
우리를 차별화시키는 속도가 특징입니
다. 2013 년에 피덴자(Fidenza)에 R&D
연구소를 설립하여 첨단 기술 솔루션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고 특히 국제 시장에
서 견실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기
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품
질과 경영 속도 측면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세심하고 역동
적인 소중한 고객 관리 시스템의 개발 해
야 합니다. 기계의 품질은 또한 설치, 기
술지원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제공되는 현장 서
비스를 통해 해외에서도 모든 제품을 보
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 내에서 파일럿 플랜트를 구
축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 재료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
고 새로운 고객 맞춤형 기술 솔루션 개
발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관리하고 있습
니다. TME가 제공하는 모든 추가 모듈
이 장착되어 있으며 캡슐의 생산자재부
터 기계의 성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로
운 모듈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과 함께 협력하여 고객
의 요구에 맞는 완벽한 솔루션을 찾기 위
한 투자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희는 많은 일을 해왔
습니다 . 2016 년에 브라질에 지사를 설
립했으며 2017 년에 주식 회사로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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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company, becoming an increasingly solid and reliable business.
But today, reliable technological research has to take special care of the environment: our approach to sustainability,
a policy that can no longer be ignored, is
through the production of compostable
capsules, functional and easy to use.
In short, to quote the numbers, since
2006 at TME we have seen a growth in
turnover, consolidated at over 18 million
in 2018, a 75% export and a workforce
of 65 people in the Fidenza headquarters
alone, with a technical area increasingly
growing. Swift market analysis, project
management skills and speed in the marketing of new products: these are what
define TME and have made it internationally successful.
Cafe Show Seoul (07-10 Nov. 2019 –
stand C713) in South Korea and ENCAFÉ
in Una, Bahia - Brazil (19-22 Nov. 2019 –
Hall 11-16 stand 1015) are two leading
events to get in touch with the world of
TME. We are waiting for you at our booths, finding out the most suitable packaging solution according to you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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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점 더 튼튼하고 안정적인 기업이 되
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존경받는 기술
연구는 환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놓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더 이상 무
시할 수 없는 정책이며 우리는 퇴비화가
가능하고 성능이 우수하며 사용하기 쉬
운 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숫자를 통해 말하자면, TME는
2006 년 이래 매출이 매년 증가했으며
2018 년도에는 매출이 1천8백만유로를
넘었으며, 피덴자 본사에서만 75 %가 수
출이었고 직원 수가 65명을 넘었습니다.
신속한 시장 분석, 프로젝트 관리 기술
및 신제품 마케팅 속도는 더욱 빠르고 강
해졌습니다. 이는 TME가 국제적으로 성
공하게 만든 특징들입니다.
TME는 한국의 Cafe Show Seoul (2019
년 11 월 7-10 일 – 스탠드 C713)과 브라
질에서는 ENCAFÉ (2019 년 11 월 1922 일 – Hall 11-16 스탠드 1015)에 참가
할 예정입니다.
둘 다 TME의 세계와 연락을 취할 수있는
두 가지 주요 이벤트입니다.
우리는 귀하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포장 솔루션을 찾기 위해 부스에서 기다
리고 있습니다.

1919 – 2019
Petroncini:
100 years designing solutions
for the coffee industry

1919년~2019년 Petroncini:
100년에 걸쳐 커피 산업 솔루션

Spotlights on Enterprises

개발에 전념해 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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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ncini, the IMA Coffee Hub company
specialised in coffee roasting and processing plants, celebrates the 100th anniversary in the world of coffee. Founded
in Bologna in 1919 by Ruggero Petroncini, an artisan with a flair for creativity,
the company has grown extensively over
the century into a worldwide renowned
leading supplier in the coffee processing
industry thanks to a talented group of
people with a feeling for innovation. The
history recounts Ruggero was an advocate of convection roasting, which uses
a hot air stream to transfer heat to the
coffee beans. In his opinion, no other
method could allow coffee to develop
such intense aromas and flavours. Due
to continuous improvement in coffee roasting technologies and the increasing
presence of groceries, agri-food cooperatives and businesses, during the 30s
Ruggero patented the famous line of Petroncini universal motor gears. They were
a perfect match for countless domestic
or commercial applications. This became
the earliest design of coffee grinders that
we know today, able to grind coffee or
others product, for small or large applications.
During these years, 80% of the coffee
roasters in Italy were Petroncini roasters.
The design and the roasting outcome
were increasingly appreciated and responded more and more closely to customer needs. Ever since, construction
quality has been a hallmark of Petroncini
equipment. Sturdy materials and the forged cast iron typical of Italian manufacturing became the passport for Petroncini
worldwide.
After the death of Ruggero Petroncini, the
company passed into the hands of his
wife, followed by other women over the
years. All these women shared a common
approach: a business-oriented attitude.
So it was that the company carried on,
inspired by very capable, open-minded
women who took the company to new
heights of innovation. The 60s were the
first years in which coffee-drinking cultu-

커피 로스팅 및 가공 플랜트 전문 업체인
IMA 커피 허브의 주인공, Petroncini가
커피 산업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1919
년 볼로냐에서 창의적인 장인인 루제로
페트론치니(Ruggero Petroncini)가 창립
한 이 회사는 혁신을 지향하는 인력을 바
탕으로 커피 가공 산업의 세계적인 선도
공급 업체로 한 세기에 걸쳐 광범위한 성
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루제로는 뜨거운 공기 흐름을 사용하여
커피 원두에 열을 전달하는 원리를 바탕
으로 한 대류 로스팅을 선호했습니다. 그
에 따르면, 다른 로스팅 방법으로는 강렬
한 향과 맛의 커피를 개발할 수 없었습
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커피 로스팅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과 식료품, 농식품
협동조합, 사업이 증진함에 따라 루제로
는 유명한 Petroncini 유니버설 모터 기
어 제품군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제품군은 수많은 국내 또는 상업용 제품
과 완벽하게 호환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오늘날 잘 알려진 '가장 오래된 커피 그
라인더' 디자인의 모체가 되었으며, 커피
외에도 소형 또는 대형 크기의 다른 제품
을 분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탈리아 커피 로스팅기 중
80%가 Petroncini 브랜드 로스팅기였습
니다. 디자인과 로스팅 결과는 갈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고객 요구에 점점
더 적합하게 대응했습니다. 고품질의 제
조 기술은 브랜드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
은 Petroncini 장비만의 특징이 되었습니
다. 이탈리아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전형
적인 견고한 재료와 주철은 Petroncini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
니다.
루제로가 사망한 후, 회사는 아내의 손
에 넘겨졌고 몇 년 동안 다른 여성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여성 사업가들은
모두 비즈니스 지향이라는 공통된 접근
방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새로운 혁신의 눈높이로 회사를 이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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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grew: the explosion of coffee shops,
bars and groceries, worldwide. Coffee
consumption increased and many major
coffee companies started up. Since then
Petroncini has been designing, manufacturing and installing not only roasters
with additional equipment, but complete
processing plants, providing solutions
from green coffee handling to the ground
coffee storage, for SMBs and large companies. At the beginning of the 90s, a businessman with several years’ expertise
in plant engineering, shared his interest
in buying the Petroncini company. The
name of the person who drove the company to reach today’s unexpected goals
is Claudio Giberti. The company needed
more space and moved to Sant’Agostino, a small town in an industrial area
situated near Ferrara. Over the years
here, it has been possible to experiment
avant-garde solutions thanks to a new
group of engineers specialised in plant
engineering who, constantly working on
R&D projects, gave a new, modern vision
to Ruggero’s dream: to supply the coffee
multinationals. The 90s were the years
of the first large industrial plants for the
Petroncini company. Some of the biggest
coffee companies worldwide asked Petroncini to supply equipment responding
to their production requirements.
This led Petroncini to begin designing
custom and cutting-edge, innovative solutions, starting from the analysis of customer needs. This brought about the
design of the first drum roasting machine
with a capacity of 500 kg per batch, able
to replicate the results batch by batch
and over time: the TM modular roaster,
the perfect combination of convection
technologies in a drum roaster machine.
In 2004 the Coffee Competence Centre
was set up at the Petroncini R&D lab: a
facility with an in-house test lab, equipped with tools and pilot plants to be used
in R&D activities concerning roasting, demos and product analysis. In this centre,
customers were able to initially analyse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product
and its performance, carrying out 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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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능하고 개방적인 여성들로부터 영
감받으며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는 커
피 문화가 처음으로 크게 성장한 시대였
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커피숍이나 바,
식료품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커피 소비가 증가하였고 수많은 주요 커
피 회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
후 Petroncini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회
사를 대상으로 그린 커피 취급에서 그라
인딩 커피 저장에 이르기까지, 특정 솔루
션을 제공하는 추가 장비를 설치한 로스
팅기를 비롯하여 완벽한 가공 플랜트를
설계, 제조, 설치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 공장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쌓은 수년
간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한 사업
가가 Petroncini 회사 인수에 대한 관심
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회사 비전을 바
탕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회사를 운영
한 이 사업가의 이름은 Claudio Giberti입
니다. 당시 회사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
했고, 페라라 도시 인근 산업 지역에 있
는 작은 마을인 산타아고스티노로 이전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커피를 공급하
려던 루제로의 기업가적 꿈에 수년 동안
R&D 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새롭고 현
대적인 비전을 부여한 플랜트 이 엔지니
어링 전문 엔지니어 그룹의 도움으로 혁
신적인 솔루션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는 Petroncini 회사의 최초의
대규모 산업 플랜트의 해였습니다. 전 세
계 최대 커피 회사 중 일부는 Petroncini
에 생산 요구에 맞는 장비를 공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Petroncini는 고객 요구 분석
에서 시작하여 맞춤형 혁신적인 최신 솔
루션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
해 배치당 500kg의 용량을 갖춘 최초의

sting demonstrations on different kinds
of coffee, testing the grinding and deciding which granulometry best suited their
needs, through physical and sensorial
product tests. The scaling up and down
of the roasters with the guarantee of repeatability of the roasting recipes, combined with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energy-saving: these aims represent
the core value of Petroncini’s new generation roasters. In 2005, the biggest drum
roaster in the world, the TMR720, was
launched onto the market. Today Petroncini celebrates its 100th anniversary
in the world of coffee. The experience
and the solid company know-how, based
on the installation of over 4500 roasting
plants throughout the world, have created the right premise for a celebration
initiative that aim to share the company’s
in-depth knowledge of the world of coffee and its processing: Coffee Maestro’s
Stories, a series of webinars focusing on
coffee processing solutions. Petroncini
expects Coffee Maestro’s Stories to create a unique sharing point encouraging
discussions about values, ideas and results concerning a roasting project with
a common and recognisable language:
that of coffee, as the core element of
every processing and packaging requirement. Coffee Maestro’s Stories is a webinar series available on the IMA Connect
website and everyday live at HOST Milan.
“Commitment and continuous research have worked as essential tools in
reaching this important milestone: 100
years creating solutions for the coffee
industry. I want to thank all partners, employees and not least the customers who
have contributed to this important achievement. They have certainly been the key
drivers behind our success. And now,
our desire to outperform ourselves is as
strong as ever. As a result, the IMA Coffee Hub has been created: the one-stop
answer for roasters all over the world.
We have been around for 100 years as
Petroncini, we will be there for the next
100 as part of the IMA Coffee Hub” says
CEO Petroncini Claudio Giberti during

드럼 로스팅 머신의 설계가 이루어졌으
며, 결과적으로 배치 별로 시간별 결과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TM 모듈형 로스팅
기는 드럼 로스팅기 머신의 완벽한 대류
기술 조합입니다. 2004년, 커피 컴피턴
스 센터(Coffee Competence Center)는
로스팅, 데모, 제품 분석과 관련된 R&D
활동에 사용될 툴과 파일럿 플랜트가 장
착된 사내 테스트 랩을 갖춘 Petroncini
R&D 연구소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센터
에서 고객은 처음에 제품의 품질과 성능
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다양한 종류의 커
피에 대한 로스팅 시연을 수행하고 그라
인딩을 테스트하고 물리적 및 감각적 제
품 테스트를 통해 요구에 가장 적합한 과
립 측정을 결정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첨단 기술과 결
합된 로스팅 레시피의 반복성을 보장하
는 로스팅기의 확장 및 축소: 이 목표는
Petroncini의 차세대 로스팅기의 핵심 가
치를 나타냅니다. 2005년 세계에서 가장
큰 드럼 로스팅기인 TMR720이 출시되
었습니다.
오늘 Petroncini는 커피 세계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전 세계에 4,500개가 넘는
로스팅 공장을 설치한 경험과 탄탄한 회
사 노하우는 커피 세계와 가공에 대한 회
사의 깊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해 올바른 전제를
구축했습니다. 바로 커피 가공 솔루션
에 중점을 둔 웨비나인 Coffee Maestro's
Stories입니다.바로 커피 가공 솔루션에
중점을 둔 웨비나인 Coffee Maestro's
Stories입니다. Petroncini는 Coffee
Maestro의 스토리가 모든 가공 및 포장
공정 요건의 핵심 요소인 커피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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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celebrations held in Bologna
on May 15. In 2017, thanks to the synergies between IMA, Petroncini and a cluster of companies specialised in all steps
of coffee processing and packaging, the
IMA Coffee Hub has been created: the
one-stop answer for roasters all over the
world.
IMA COFFEE HUB is the broadest technical and commercial organisation serving
the coffee processing and packaging industry today.
World-leading designer and manufacturer of automatic processing and packaging equipment for numerous industries,
IMA Group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offee Hub, a cluster of specialist brands, each providing a key slice of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needed to serve
the coffee industry from A to Z. Able to
ensure market-leading competences, industry experience and application-specific knowhow encompassing all stages of
coffee handling, processing and packaging, IMA has created the hub in an aim
to leverage expertise at every step of
coffee processing or packaging and be
the one-stop answer to large and small
coffee producers worldwide. Comprising a handful of expert companies and
supported through consolidated, strategic partnerships, IMA can now address
any issue facing coffee producers, starting from when green coffee is delivered
to when bulk-packaged capsules, pods
and ground coffee or beans are shipped
to retail out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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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이며 인지 가능한 언어로 로스팅
프로젝트와 관련된 가치와 아이디어, 경
과에 대한 토론을 장려하는 독특한 공유
지점을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Coffee
Maestro's Stories는 IMA Connect 웹사
이트에서 제공되는 웨비나 시리즈이며
매일 HOST Milan에서 생중계됩니다.
“사명과 지속적인 연구는 이 중요한 이
정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작
용했습니다. 커피 산업 솔루션 구축에 기
여한 100년의 역사. 이 중요한 업적에 기
여한 모든 파트너사, 직원, 고객에게 감
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우
리의 성공의 주요 동인이었습니다. 그리
고 지금, 우리 자신을 능가하려는 우리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그
결과 IMA 커피 허브가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로스팅기를 위한 원스톱 답변입니
다. 우리는 Petroncini로 100년 동안 일
해 왔으며, IMA 커피 허브의 일환으로 다
음 100년 동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라
고 Petrologini Giberti CEO는 최근 5월
15일 볼로냐에서 열린 행사에서 말했습
니다.
2017년에는 IMA, Petroncini, 모든 커피
가공 및 포장 단계에 특화된 회사 집단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IMA 커피
허브가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로스팅기
에 대한 원스톱 응답입니다.
IMA 커피 허브는 오늘날 커피 가공 및
포장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광
범위한 기술 및 상업 조직입니다. 수많
은 산업을위한 세계 최고의 자동 가공
및 포장 장비 설계자 및 제조업체인 IMA
Group은 최근 A에서 커피 산업에 필요
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 브
랜드 클러스터인 커피 허브를 설립했습
니다. 커피 가공, 포장의 모든 단계를 포
괄하는 시장 최고의 역량과 산업 경험,
응용 분야별 노하우를 보장할 수 있는
IMA는 전 세계 크고 작은 커피 생산 업체
에 대한 원스톱 응답으로서 모든 커피 가
공 또는 포장 단계에서 전문 지식을 활용
하는 데 필요한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소
수의 전문 회사로 구성되고 통합된 전략
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되는 IMA는 이
제 녹색 커피가 제공될 때부터 대량 포장
캡슐, 포드, 그라인딩 커피 또는 커피 콩
이 소매점으로 배송될 때까지 커피 생산
업체가 직면 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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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EVERY STEP, A SPECIALIST.

Where the art of process meets
the technology of packaging.

1.

GREEN COFFEE
INTAKE

From coffee to cup, IMA launches the broadest technical and commercial
organisation to serve the coffee processing industry. Today’s hub integrates
market-leading competences, in-depth industry experience and applicationspecific know-how. Now reaching every corner of the coffee handling,
processing and packaging universe, IMA, with its growing strategic
partnerships, is ready to serve it up, full flavour and in a class of its own.
IMA COFFEE HUB the world’s best blend of experience and expertise.

www.ima.it

2.

ROASTING
PROCESS

3.

GRINDING

4.

PACKAGING

5.

ENDOFLINE

Visit us at:
CAFÉ SHOW KOREA
Seoul, Korea • 7-10 November 2019 • Hall C - Booth #C727

Opem,

Opem,

Spotlights on Enterprises

innovation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choices that make
the difference and leave a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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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is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in today’s world. Throughout
the globe, groups and individuals are
mobilizing to promote a culture of awareness for the sake of our planet’s health. In
such a scenario, all companies should feel
compelled to take a serious stance with
regard to thei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OPEM is doing just that, to the
best of its abilities and resources.
OPEM is a company that develops highly
specialized and customized packaging
solutions, relying on a complex industrial
production. For OPEM, the decision to be
a “green company” means gearing its entire production activity – from the design
stage to the single processes, and from
in-house manufacturing to its choice of
machinery – towards drastically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having a tangible positive impact on the surrounding
territory.
There are four main ways in which OPEM
enacts its green policy, starting from the
factory itself – a modern zero-impact production facility that exploits smart energyconservation systems as well as a number
of eco-friendly features: thermal insulation,
with rainscreen cladding and Low-E windows that reduce heat loss to a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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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후 위기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가장 뜨
거운 쟁점입니다. 전 세계가 지구에 유익
한 도덕적 습관이라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펼치는 적극적 활동을 지켜보고 있
습니다. 한층 강력한 이유로, 기업 역시
환경 책임에 관련하여 진지한 태도를 취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OPEM은 기후 위기 속에서, 가능한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환경 책임을 실
행하는 기업입니다.
OPEM은 복합적 산업 생산을 통해 매우
전문화되고 맞춤화된 패키징 솔루션을
개발해왔습니다. OPEM은 디자인에서
개별 프로세스, 인하우스 매뉴팩처링에
서 기계의 선택에 이르는 모든 활동에서
에너지 소비의 대폭 감소, 강력한 에너지
효율 및 지역적 가치의 향상을 구체적으
로 달성하는 환경친화적 녹색 기업이 되
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OPEM은 현대적 건물인 사옥 및 생산 시
설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올바른 기
술적 선택을 통해 제로 임팩트를 달성하
는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린
정책을 구체화하는 몇 가지 방식을 도입
했습니다. 단열을 위해 통풍이 되는 건물
외관을 선택했으며, 열 손실을 최소화하
면서 이상적인 조도와 가장 편안한 시각
을 제공하는 내열성 유리를 사용했습니
다. 또한, 상부 공간을 데우지 않으면서
최고 1.9m까지 17°C의 일정한 온도를

혁신과 환경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선택.

while providing ideal lighting conditions
and utmost visual comfort; radiant underfloor heating, which maintains a constant temperature of 17°C up to a height
of 1.9 meters, without heating the upper
volumes; the use of Led lighting in all work
areas and, most importantly, the installation of a large rooftop photovoltaic power
station with a capacity of more than half a
gigawatt, which actually exceeds the facility’s energy requirement, allowing OPEM
to resell energy. A smart and efficient system monitored at all times by an Energy
Manager, and guaranteed by ISO 50001
certification.
OPEM’s procurement policies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any’s ability to lower emissions. How? By sourcing
locally. OPEM chooses suppliers based
within a 50-km radius, which vastly reduces material transportation and shipping
while significantly lowering logistics costs.

유지하는 바닥 복사 난방을 선택했습니
다. 모든 근무 공간에는 LED 조명을 사
용하며, 지붕에는 총 0.5Gw가 넘는 발전
용량의 대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
여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
고 초과 생산된 에너지를 판매할 수도 있
습니다. 에너지 매니저가 ISO 50.001 인
증을 획득한 효율적 인텔리전트 시스템
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OPEM은 조달 정책을 통해서도 간접적
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0km 원칙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OPEM은 최대 50km 반
경 안에 위치한 지역 공급업체를 선정하
여 제로 수준에 가깝게 자원을 사용하고
물류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OPEM 은 그린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사
안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두 가지 방향
을 채택합니다. 생활 폐기물(종이, 플라
스틱, 유기 금속, 일반폐기물 및 유리)은
지방 자치 단체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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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key element of the OPEM green
policy is waste management, which the
company approaches following two basic principles: strictly abiding by municipal
waste-sorting regulations (paper, plastic,
metal, organic waste, generic waste and
glass) and disposing of industrial waste
through professional services located in
the immediate vicinities. For example,
cutting fluids, emulsion fluids, processing
waste and metals are separated and directly recovered, whereas metal scraps
are recycled and sold by weight.
The third main aspect of OPEM’s environmental policy involves reducing energy
consumption for the in-house manufacturing of components, which takes place
in ultra-modern work centers using new,
highly-efficient systems, capable of rapidly
delivering extremely precise end products
while using less energy. A process which
minimizes waste, optimizes results and limits scrap production to a minimum.
Finally, thinking sustainable also means reducing scraps to a minimum on the packaging side, and addressing the customer’s
needs by working on the machine’s ability
to adapt to new materials with the lowest
possible energy usage. It is a significant
technical and technological challenge, because it means working on the machine’s
flexibility through low-impact smart systems, capable of controlling every single
phase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of quickly adapting to the various format
changes. But it is a challenge that OPEM
successfully takes on every day, improving
both its productive efficiency and its energy efficiency.
In short, OPEM’s ability to meet customer
demands is growing hand in hand with
its commitment to make each productive
step and each technological innovation
sustainable. Which, in other words, means
building a future that benefits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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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수거하고, 산업 폐기물은 제로 킬로
미터 원칙에 따라 몇 킬로미터 이내의 전
문업체를 통해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절삭유, 유화액, 가공 폐기물 및 금속을
분류하여 재생하고, 금속 부스러기는 재
활용하여 무게로 달아 판매합니다.
OPEM 환경 정책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측면은 구성품의 내부 생산 과정에서 에
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며, 효율적인 최
신 시스템을 활용하는 최첨단 작업 센터
에서 단축된 시간 안에 매우 정밀한 방식
으로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생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
은 방식으로 생산 과정에서 낭비를 최소
화하고, 결과물을 최적화하며 폐기물 배
출을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사고한다
는 것은 패키징 부문에서 폐기물을 최소
화하고, 새로운 소재에 맞춰 최소한의 에
너지를 사용하면서 기계의 성능에 맞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환경적 영향을 낮추고 인텔리전
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을 위한 기계
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생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면서 다양한 포맷 변
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학 기술적 과제입니다. OPEM은 이와
같은 도전을 받아들여 해결하는 과정에
서, 날마다 생산 효율성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OPEM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
력을 발휘하고, 각 생산 단계와 기술 혁
신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
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모두를 위한 미래
를 건설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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