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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커피변경지역의 중심 지역인 닥락(Dak Lak) 성을 대상으로 커피변경지역의 형

성과 그 구조변동을 탐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글로벌커피시장의 영향에 주로 초점을 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변

경적 특수성 및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 이루어진 개혁조치들이 닥락의 커피생산지리 발달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에 더 주목을 하였다. 이를 위해 국영회사의 생산시스템 변화, 커피농가의 토지보유과정에서 나타난 변

경적 특성과 전환경제적 상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닥락의 커피생산지리 발달과정을 세계커피시장의 영향 

측면에서만 접근해온 기존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커피변경지역 이해에 일정한 기여를 하

였다고 본다. 

주요어 : 변경지역, 전환경제, 글로벌커피시장,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spatial and temporal evloution of Dak Lak as one of coffee frontiers in 
Vietnam. So far, many authiors have studied this region under the framework of global-local interactions 
and emphasized the impacts from global coffee market. However not only unique past situation as the 
underdeveloped frontier and also the interventions of Vietamese government for transforming her socio-
economic system have played not less pivotal role than the global market in forging the present geography 
of Dak Lak. Under this logic, this study have traced restucturing in production system of state farms 
and smallholders’ particpation in coffee farming. This study shows that various and unique localities as a 
frontier and specific situation accrued from transitional process has reflected in the present geography of 
coffee production in Dak Lak. Finally, this paper can be arguable to contribute some useful insights for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coffee frontier in Vietnam. 

Key Words :  frontier, transitional economies, global offee market, Central Highland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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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 속한 닥락성

(Dak Lak province)을 대상으로 커피변경지역의 

형성과 그 구조 변동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중

부 고원지대는 캄보디아 국경에 인접해있으고, 원

래 베트남의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삼림지대였

다. 프랑스 식민지시대부터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다가 베트남 통일 이후에는 대규

모 인구유입 정책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

된 지역이다. 특히 1986년 이후 베트남 정부가 개

방정책(Doi Moi)으로 전환하면서 삼림개발과 커

피재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업변

경지대(agricultural frontier)이다. 베트남은 현재 

세계 2위의 커피원두수출국으로 성장하였는데, 

그 핵심지역이 바로 중부고원지대이며 그 가운데

서도 닥락성(省)은 커피재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

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커피변경지

역(coffee frontier)’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1). 

이와 같이 중부고원지대는 커피를 매개로 비약적

인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 이

면에는 소수민족의 거주지역의 해체, 격렬한 계층

분화, 심각한 환경문제의 발생 등 오늘날 동남아

시아의 다른 변경지역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대

로 드러나고 있다. 

중부고원지대 혹은 닥락성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기존 연구들은 주로 상품경제의 침투 혹은 글

로벌시장에의 편입 측면을 이 지역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꼽고 있다. 예를 들면, Stan(2000)은 커

피산업을 중심으로 상품경제가 침투되면서 시장

관계망이 농가의 계층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시장관계망 형성 이면

에는 바로 글로벌시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

국 세계시장과 연결(global connetion)이 닥락성

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이끌고 있다고 결론지웠다

(p.62). Dong and Shively(2008)은 세계커피시장 

가격의 하락 즉 coffee bust로 인해 커피생산자들

의 생계활동(livelihood)과 그들의 생존전략이 재

편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세계커피시장

의 변화과정에 적응하는 양상은 지역적으로 그리

고 사회집단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결

과 닥락의 지역성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

을 띠게 되었다고 연구도 이루어졌다(Agergaard, 

et.al., 2009). 특히 세계커피시장에의 편입은 농민

들의 토지경쟁을 촉진시키고 이 과정에서 소수민

족의 존립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연구도 이루

어졌다(Doutriaux, et.al., 2008; Lindskorg et.al., 

2005). 
그러나 닥락성의 구조적 변화는 상품경제의 침

투 혹은 글로벌시장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특수한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De Koninck 
(1996)은 닥락성의 구조적 변동에는 베트남정부

의 변경개발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즉 베트남정부는 그동안 닥락이라는 변경

지역을 국가의 다른 핵심지역과 통합하기 위해 부

단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닥락성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1986년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정부가 실시한 다양한 개혁

조치들도 닥락이라는 지역적 조건과 맞물려 독특

한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러한 개혁조치

들은 국영기업 생산시스템과 농민의 커피재배참

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Fortunel, 2000). 이
러한 변경적 특성과 전환경제적 특성이 상호작용

하면서 닥락 내 공간적 다양성, 사회경제적 분화

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소수민족의 토지상실

은 커피시장의 영향을 받기 전에 변경개발과정에

서 그리고 개혁과정에서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다

(Fortunel, 2003; Giang, 2010). 따라서 상품경제

의 침투나 세계커피시장에의 편입은 닥락의 지리 

혹은 커피변경지역의 생산지리를 설명해주는 유

일한 변수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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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커피변경지역 중의 하나인 닥락의 변화과정을 변

경적 특성, 전환경제적 상황 그리고 세계커피시장

의 영향 세가지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커피재배의 공간적 확대과정을 

분석하여 커피생산지리의 구체적 상을 제시하였

다. 또 3장에서는 국영회사에 있어서 커피생산시

스템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시

장경제 전환 과정과 맞물려 이루어진 국영기업 개

혁조치들이 닥락에 있어서 커피생산의 중심 주체

가 국영기업에서 소규모 개별농가로 전환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였다. 4장에서는 

커피 농가의 토지보유 과정과 그에 따른 커피재배

참여를 설명하였다. 장기 수확작물인 커피재배의 

경우 안정적인 토지보유가 매우 중요하다. 커피농

가들은 개간, 농지분배 그리고 토지매매 등을 통

해 커피재배지를 확보했는데 그 과정에 변경적 특

성과 전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커피변경지역

의 형성과 구조변동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세계커피

시장의 영향, 전환경제적 상황, 변경적 특수성 세 

측면의 상호작용을 논의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커피관련 업체 및 농가 인

터뷰 그리고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용한 자료는 학술문헌 이외에 베트남 중앙정부 혹

그림 1. 닥락 및 사례마을, 에아허딘(Ea Hding) 꼬뮨의 위치

Ea H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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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방정부의 행정문서 및 토지이용에 관한 수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용된 수치자료는 각각 1979
년, 1989년, 1994년, 2000년, 2005년 및 2010년
의 토지이용 수치자료이다. 이 자료는 연구협력을 

맺은 닥락성 소재 국가연구기관인 WASI(Western 
highlands Agriculture and Science Institute)로부터 

제공받았다. 

현지조사는 2012년 11월, 2013년 1월 및 4월 3차
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지조사에서는 커피수출

업체, 중개상, 꼬뮨관계자 및 농가들을 직접 인터

뷰하였다. 그리고 WASI의 협조를 받아 농민에 대

한 구조화된 설문 조사도 실시하였다. 설문은 이

주과정, 농지보유 및 이용실태 그리고 커피재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2개 꼬뮨 

중에 끄므가 현(Cu M’gar district) 에아허딘 꼬뮨

(Ea Hding commune)의 조사결과(유효설문 92매)

를 이용하였다. 에아허딘은 닥락 성의 중심도시

인 분마토(Boun Ma Thout)에서 약 30km 정도 북

쪽에 위치하며 지방도 681가 부근을 지나간다(그

림 1). 이 꼬뮨은 8개 thon, 즉 마을로 이루어져 있

는데, 소수민족 마을과 베트남의 주류민족인 킨

(Kinh)족 마을로 구분되어 있다. 1990년 이전까

지 이 꼬뮨 일대는 지금의 행정구역 명칭과 동일

한 에어허딘 국영임업회사가 통제하고 있었고 행

정관청이 없었다. 당시 마을 주민 대부분은 국영

임업회사의 근로자 혹은 그 가족이었다. 1989년 

국영임업회사가 해체되고 1993년에 에어허딘 꼬

뮨이 설치되었다. 이 꼬뮨은 원래 소수민족 에데

(Ede)족이 거주하던 곳으로 1975년 통일 전후로 

외지로부터 킨족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
대에 들어 킨족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는 킨족 비율이 더 높다. 한편 이 꼬뮨은 전체 경지

의 68%가 커피 재배에 이용될 만큼 커피재배 중심

지역 중의 하나이다.

2. 커피재배의 확대와 분포 변화

닥락에 커피재배를 도입한 것은 프랑스 식민시

대부터이다. 프랑스인들은 이곳에 고무와 커피 

플랜테이션을 세우고 상업적 재배를 시작하였다

(Doutriaux, et.al., 2008). 프랑스 문화의 영향으

로 생긴 베트남내 커피 수요에 공급하기 위함이었

다. 독립 후에도 일반 농민의 커피 재배 참여가 늘

어났지만, 소수의 플랜테이션 농장을 중심으로 한 

커피 생산 체제는 계속되었다. 이 당시 커피재배

지는 현재의 닥락성 중심도시인 분마토(Boun Ma 
Thuot) 부근의 14번 국도와 26번 국도 주변에 국

지적으로 분포하였다(Fortunel, 2003, 192-199). 
나머지 지역은 삼림으로 덮인 미개발지역으로 남

아 있었다. 그림 2의 1979년 영년생 산업용 작물

(perennial industrial crop)의 재배지 분포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닥락성에서 재배되는 영년

생 산업용작물은 커피, 고무, 후추, 캐슈(cashew) 

등인데, 이 가운데 커피재배면적이 압도적으로 높

다2). 따라서 그림 2의 영년생 산업용 작물 재배지 

분포 양상은 커피재배지 분포 양상으로 간주하여

도 큰 무리는 없다. 

1980년대 이후 커피재배는 빠르게 증가하였

다. 그러나 커피재배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면서부터이다. 즉 

1989년 당시 커피재배면적은 66,476ha이었는데, 

1995년에 107,735ha로, 다시 2000년에 183,329ha
로 매우 빠르게 커피 재배지가 증가하였다. 다만 

2000년 이후 커피재배면적의 증가 추세는 진정되

는 양상을 보여준다(그림 3). 그런데 coffee boom-
coffee bust 이론과 달리 닥락의 커피재배면적 추

이는 커피가격 추이와 연동되지 않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커피재배면적은 크게 늘어

났지만, 재배지 분포는 닥락 전체로 확산되기 보

다는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즉 닥락성의 중앙부 지역, 즉 분마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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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에아허레오(Ea Hleo) 현에 이르는 고원(이하 

중앙고원지대 central plateau)3)를 중심으로 커피

재배지가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닥락의 지리는 

중앙고원지대를 중심으로하는 커피생산지역과 나

머지 비(非)커피생산지역으로 뚜렷히 구분되는 양

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1990년대말에 거

의 완성되어 현재에도 크게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패턴의 이면에는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발달과정 두 측면이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

다. 중앙고원지대는 현무암 풍화토(basaltic soil)이 

두껍게 쌓여 있는 지역이다(그림 2). 이 토양은 커

피나 고무와 같이 영년생 산업작물을 재배하는데 

매우 적합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D’Haeze, 2004). 
또한 이곳에는 수많은 지류들이 발달되어 있어 

커피재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4). 그리고 완만한 구릉으로 형성

되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

침식도 줄일 수 있다. D’Haeze(2004)의 연구에 의

하면 자연조건이 양호한 곳에서의 커피재배와 그

렇지 못한 곳의 커피재배 간 생산성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한다5). 이처럼 중앙고원지대의 커피재배

자들은 토지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커피가격 하락

에 적응하면서 커피재배를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

다. 반대로 2000년대 후반 커피가격이 다시 높아

지는데도 커피재배지역이 눈에 띄게 확산되지 않

는 것도 중앙고원지대와 같은 커피재배적지가 거

의 고갈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통일 후 닥락의 개발과정도 현재의 커피생

산지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

다. 통일 직후 베트남 정부는 개발잠재력이 높지

만 인구가 희박한 닥락을 개발하기 위해 신경제지

구(New Economic Zone, NEZ)를 지정하고 외지 

인구를 대거 유치하였다. 이후 정부 계획이 아닌 

자유 이주자(spontaneous migrant)들도 대거 이 지

그림 3. 커피생산자가격과 닥락의 커피재배면적 추이

자료: 재배면적은 닥락성 통계연보, 생산자가격은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www.i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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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유입되어 왔다. 이러한 유입 인구들 중 다

수는 국영농업회사, 국영임업회사로 편입되어 국

영회사에 의한 커피, 고무 생산 확대에 동력이 되

었다(Tinh Dak Lak, 2000, 10). 이주자 특히 자

유 이주자들은 국영회사에 속함으로써 초기 정착

에 필요한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영회사의 인력 확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근로자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기

존 국영회사들은 보유 토지를 나누고 별도의 회사

를 설치하는 식으로 국영회사들은 중앙고원일대

를 빠르게 개발하였다. Fortunel(2003)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에 오면 중앙고원일대는 수십개의 

국영회사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 국영회사들은-국영농업회사뿐만 아니라 국

영임업회사까지- 커피수출시장이 열리면서 대거 

커피생산회사로 전환하였다. 이는 중앙고원지대 

일대가 커피생산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큰 영향

을 미쳤다. . 

3. 국영회사에서의 커피생산시스템 

변화와 그 영향

닥락의 커피산업은 그동안 재배지가 크게 확대

되기도 하였지만, 그 생산구조도 크게 변화하였

다. 과거에는 국영농장 위주로 커피가 생산되었

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개인 농가의 커피재배

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85년 당시 커피재배면적 

16,500ha 중에 84%가 국영농장에 속해 있었지만, 

1992년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 79,500ha 중 23%만

이 국영농장에 소속되었다(Fortunel, 2003). 이러

한 생산구조의 변화 이면에는 1986년 ‘도이머이’ 

이후 사회주의 집체생산체제에 사영(私營) 체제로 

전환하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과 광대한 미개발지

를 보유하고 있던 닥락의 변경적 특성이 깔려 있

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생산구조 변화과정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커피

시장의 영향,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 그리고 

변경적 특수성 세가지 측면이 커피변경지역의 구

조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 생산시스템 변화 배경

과거의 국영회사 생산시스템은 근로자를 고용

하고, 이들을 몇개의 생산조 형태로 편성하고 각

각 다른 생산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임업회사

의 운영 방식을 예를 들면, 몇개의 생산조로 편성

한 뒤 고무재배, 목재생산, 수목관리, 커피재배 등 

각 생산조에 고유한 생산기능을 할당하는 방식으

로 운영되었다6). 근로자는 노동시간에 상응하는 

노동점수를 얻어 이를 근거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

었다. 이외에도 근로자와 그 가족은 국영회사로부

터 주택,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성격의 지원을 

받는다. 전형적인 사회주의 집체생산 방식이었다

(이한우, 2011). 이러한 생산시스템은 고비용 저

효율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노동자들

은 농장에서의 생산노동보다 자가보유 농지 경영

에 주력함으로써 국영회사에 투입하는 노동의 질

이 매우 낮았다7).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극도로 악

화되어 정부의 지원에 의해 연명하는 국영회사들

이 속출하였다. 특히 수익성 저하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이 없어 시간이 갈수록 수익

성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빠져 있었다. 

이러한 국영회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

다. 즉 1987년 HDPT 217호 결정, 1991년 행정명

령 HDBT 388호(388/1991/HDBT)이 발표되었

다. 또 1991년에는 그 동안 국영회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담당하던 경제상호원조위원회(Council of 
Mutual Economic Assiatance)가 해체되었다. 특

히 임업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 Decree 163/1999/ND-CP,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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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e 200(200/2004/ND-CP) 등 최근까지도 다

양한 개혁조치들이 실시되고 있다(GFA, 2009). 
이러한 개혁조치는 구체적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

지만, 다음과 같은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첫째 수익성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종래의 임업개발 위주에서 벗

어나 농업, 임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서비스, 관

광 등 다양한 부문으로 경영을 확대할 것을 요구

하였다. 둘째 수익성이 나쁘거나 소규모 국영회사

들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다한 면적을 보

유한 국영회사의 토지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지역 주민에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Bo Nong Nghiep 
va Phat Trien Nong Thon, 2006).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국영회사들

은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즉 생산자

의 신분을 계약노동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도급계

약제(khoan system)과 협력생산제(lien ket system)

을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8). 이 두 시스

템은 국영농장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절감 및 생산

성 제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생산시스

템이다. 원래 국영농장들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

원받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택 뿐만 아니라 근로

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공

공서비스 제공을 부담하였다(Fortunel, 2003, 231-
233). 그런데 생산인력을 계약노동자로 전환함으

로써 임금절감 이외에 공공서비스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두 생산시스템은 토지를 농민에게 분

배함으로써 이익추구 동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과거 노동점수제 방식에서 나타난 노동의 질 

저하 그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이한우, 2011, 70-77). 아울러 두 생산시스템은 

국영 농장의 투자금 혹은 보유토지의 가치를 감안

한 사용료를 미리 정해놓고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국영농장은 적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1995년 행정

명령 01/CP으로 두 생산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

정하였다. 

과거 닥락에서 국영회사의 도급계약제와 협력

생산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직접적으

로 보여주는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다. 다만 표 1
의 2000년 당시 베트남 전체 국영임업회사의 토

지 이용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면

적의 각각 16.4%와 0.5%애 대해 도급계약제와 협

력생산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 
Nong Nghiep va Phat Trien Nong Thon, 2006). 이 

자료에 따르면, 도급계약제와 협력생산제의 비중

이 예상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영농업회사의 경우까지 포함하고, 또 이 자료

의 축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닥락에서 두 생산시스

템은 이 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9). 

표 1. 국영임업회사의 토지 이용 상황(2000년)
단위: ha, (%)

구분 합계 자체 생산 도급계약 협력생산 유상 임대 무상 임대

전체
4,425,792
(100.0)

3,675,322
(83.0)

724,404
(16.4)

23,303
(0.5)

576
(0.0)

2,546
(0.1)

산림토지
4,202,279

(100.0)

3,478,204
(82.8)

699,983
(16.7)

21,718
(0.5)

-
2,374
(0.1)

농업토지
223,513
(100.0)

197,118
(88.2)

24,061
(10.8)

1,586
(0.7)

576
(0.3)

172
(0.1)

Source: Bo Nong Nghiep va Phat Trien Nong Thon, 200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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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계약제(khoan system)과 

협력생산제(lien ket system) 특성 및 

그 영향

도급계약제(khoan System)은 농가와 국영 농

장 사이에 커피재배지에 대한 장기 사용계약을 맺

고 커피생산을 하는 제도이다. 계약 농가의 신분

은 농장의 근로자로 간주되나 임금을 받지 않는다

는 점에서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계약대상토지는 이미 커피나무가 식재된 토지이

다. 따라서 그 커피나무의 소유권은 농장에게 있

다. 계약을 맺은 농가는 그 토지에 식재된 커피나

무로부터 25년동안 수확할 수 있는 것을 보장받는

다. 농민은 그 대가로 해마다 수확된 커피 중 일정

량 만큼 농장에 납부해야 한다. 농가가 납부하는 

수확량은 커피 나무의 수령, 토질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평가 정도에 따라 달라진

다. 그리고 계약납부량은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지

는 않다. 농장의 기 투자금 보전, 자연재해 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그리고 농장의 운영비 충당금 등의 

명목 하에 추가적인 부담금도 지불해야 한다. 

도급이란 원래 작업, 공정 위탁의 의미를 가진

다. 그러므로 도급계약제(khoan system)에서는 커

피나무에 대한 소유권도 국영회사가 갖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투입재의 선정 및 공급을 비롯해 관개, 

시비, 수확 등 노동과정 대부분을 국영회사가 통

제한다. 농민은 그 통제 하에 사실상 노동을 제공

할 뿐이다. 이 시스템은 국영임업회사에서도 채택

되고 있지만, 커피생산에 관한 한 국영농업회사가 

주로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에어폭(Ea Pok)
의 한 국영커피회사는 보유 커피재배지 대부분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 시스템

을 통해 경쟁회사들과 차별화된 생산과정을 유지

할 수 있어 생산량의 대부분을 일본계 무역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생산과정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표준화된 양질의 원두를 생산할 수 있기 때

문에 장기간에 걸쳐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회사대표 Cao 씨와의 면담). 

그러나 도급계약을 맺은 생산자는 필요에 따라 

재배하는 커피나무에 대한 권리-소유권은 국영회

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를 국영회사에 보상금

을 받고 반환할 수 있고 또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

고 도급계약권리를 팔 수가 있다. 통상적인 작업, 

공정 도급과 구별되는 도급계약제(khoan system)

만의 독특한 성격이다. 커피나무와 같은 영년생 

표 2. 도급계약제(khoan system)과 협력생산제(lien ket system) 특징 비교

구분 도급계약제 협력생산제

토지소유자 국영회사 국영회사

커피나무 소유자 국영회사 계약자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 국영회사 통제 계약자의 자율 생산

투입재 공급 국영회사 제공
계약자 자체 구입 혹은

계약에 의해 국영회사 공급

임대료
정해진 양의 커피원두

상대적으로 납부량이 많음

정해진 양의 커피 원두

상대적으로 납부량이 적음

계약자의 수입 납부하고 남은 커피수확량 납부하고 남은 커피수확량

계약 기간 20년 25~50년

자료: 면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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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수확량은 생산자가 얼마나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장

기계약을 맺기 때문에 생산자의 노력은 장기적인 

생산성과 직결된다. 바로 이러한 점때문에 생산자

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협력생산제(lien ket system)는 농민이 국영회사

와 토지에 대한 장기 사용계약을 맺고 이루어지는 

생산시스템이다. 농장의 토지를 분배받는다는 점

에서 도급계약 제(khoan system)와 유사하다. 다

만 분배받은 토지는 커피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

는 산림이나 빈 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농민은 이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기 위해 경

지조성, 식재, 관개 등 필요한 투자를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협력생산제의 경우 커피나무에 대

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가진다. 

외형적으로는 협력생산제는 일반적인 토지임

대와 유사해보인다. 그럼에도 협력생산제이라 부

르는 것은 제도의 배경과 계약당사자의 상호관계

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성격때문이다. 우선 제도

의 배경 측면을 보면, 이 제도는 국영회사들이 투

자능력 부족때문에 보유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경영악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타개

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는 의도에서 도입

되었다. 결국 국영회사가 토지를, 민간이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협력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둘째 25~50년의 

장기 계약을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특히 단순 임

대의 경우 토지제공자가 필요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협력생산제는 국영회사의 일방

적 계약 해지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1995년 

행정명령 01/CP). 셋째 계약당사자의 상호관계 측

면에서 보면, 국영회사는 단순히 지대만을 수취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지도, 기술자문, 관개 서

비스 등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한다. 또 여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 

농약과 비료를 미리 공급하고 수확 후에 그 대금

을 받는 후불 제도도 운영한다. 이와 같은 양자간

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협력생산이라는 의

미를 가진다10). 

협력생산 계약을 맺은 농민은 지대 명목으로 수

확한 커피 즉 현물로 지대를 낸다. 이점은 도급계

약과 마찬가지이나, 계약된 납부량은 훨씬 적다. 

농민이 노동제공 이외에 상당한 투자를 스스로 부

담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국영커피회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맺은 농민의 커피납부량은 2.5
톤/ha인데 비해 협력생산의 경우는 1.5t/ha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회사대표 Mr Cao와 면담결

과). 

협력생산제 하의 농민은 해마다 정해진 납부량

을 국영회사에 제공하고 남은 수확량은 원칙적으

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국영회사에

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영회사들이 계

약의 조건으로 이를 요구하기도 한다. 농민은 협

력생산 계약자체를 다른 농민에게 처분할 수도 있

다. 이 경우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에 비해 가격이 높

게 매겨진다. 물론 국영회사에게 반환되는 경우에

도 식재된 커피나무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를 보상

받고 반환한다. 

도급계약제와 협력생산제 두 생산시스템은 

1980년대 말 이후 닥락에서 농가의 커피재배 참

여가 늘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

다. 커피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지만, 한번 식재를 

하게 되면 수십년간 수확이 가능한 작물이다. 따

라서 커피재배는 토지의 안정적 보유가 절대적으

로 중요하다. 따라서 닥락 토지의 대부분을 국영

농업회사와 임업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11) 

도급계약제와 협력생산제 시스템는 농민이 토지

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커피재배에 뛰어들 수 있

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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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민의 토지보유과정과  

커피재배 참여

커피는 장기 수확이 가능한 영년생 작물이다. 

또 초기 투자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식재후 5년차

에 비로소 수확이 가능한 작물이다. 따라서 토지

의 안정적 보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커피재배를 하

기가 어렵다. 이 점은 커피변경지역의 구조적 변

동을 고찰하는데 농민의 토지소유 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  1980년대 농민의 토지보유 상황과 

커피재배 참여

1980년대까지 닥락의 농민들이 자유롭게 그리

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매우 제한

되어 있었다. 농민들은 신경제계획과 국영회사

의 통제 하에 매우 협소한 토지만을 제공받았다. 

1986~1995년 신경제지구정책(New Economic 
Zone)을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들에게 

호당 400~1000㎡ 주택용지와 농지 5,000㎡를 제

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소요 예산

의 1/8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Tinh Dak Lak, 

2000, 4).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농지 개발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민들에

게 제공된 토지는 주택용지를 제외하면 거의 미미

하였다. 더구나 토지의 대부분을 국영회사들이 차

지하고 있었다. 닥락 정부는 소수민족의 마을들이 

입지해있는 산림지역조차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

하고 이들 지역을 국영회사로 하여금 통제하게 하

였다.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들의 화전까지도 국영

회사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 예를 들어 끄므가(Cu 
M’gar) 현에 있다가 해체된 한 임업회사-에아허

딘 국영임업회사-는 해체되기 직전에 지금의 에

아허딘(Ea Hding)과 에아따(Ea Tar) 꼬뮨 전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여기에 있던 소수민족의 토지

들도 흡수하고 이들을 근로자로 편입시켰다12). 이

들에게는 국영회사의 기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택 용지만 제공하였다13).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어도 1990년대 초반

까지 농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토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농

민들이 토지보유의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커피 재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다만 주택용지의 일부를 커피재배지로 활용하

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산림지역 일

부를 개간하여 커피재배를 하는 등 커피재배는 제

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무렵 농

민의 본격적인 커피재배 참여는 위에서 언급한 국

영회사와의 도급계약 혹은 협력생산 방식으로 참

여하는 것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1990년대 이후 농민의 토지보유과정과 

커피재배 참여

1990년대에 들면서 농민의 토지보유규모는 이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농민들은 개간, 농지분

배 그리고 토지매매를 통해 안정적인 토지보유를 

확대해나갔다. 이 절에서는 이 점에 대해 좀더 자

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개간을 통한 토지보유 확대 및 커피재배 참여

1990년대에 들어 불법개간은 크게 늘어났고, 이 

땅들의 상당 부분이 커피재배에 활용되었다. 표 3
은 1990년대 임업회사의 토지이용현황을 보여주

는 자료인데, 불법개간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려

준다. 이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임업

회사가 보유한 면적은 약 500만 ha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침해 당하거나 분쟁 중인 면적은 27.5만
ha로 전체 전체 보유면적의 6.4%가 침해 당하거

나 분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중부고

원지대 전체도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유독 다락

은 전체 보유면적 11.8%가 침해당하거나 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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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불법개간이 커피재배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알수가 없다. 산

림감소 현상을 분석한 Phan Viet Ha et.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커피, 고무 등 영년생 

산업용작물 재배지 중 64%가 1994년 이후 새로 

조성된 것이며 이 중에는 과거 산림지나 사바나

(savanna)이던 곳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

석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불법개간을 통한 

농민의 커피재배 참여가 적지 않게 일어났을 것으

로 추정된다.

당시 개간은 일시적 토지활용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적어도 1993년 토지법에 의해 토지사용증

명서(red book) 발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

였다14). 현지 주민의 인터뷰 과정에서 당시 국영회

사들이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에 있

는 땅이거나 해체된 국영회사의 토지를 ‘빈 땅’ 혹

은 ‘주인없는 땅’이라고 표현하는데서 알 수 있다. 

개간을 통해 보유한 땅은 나중에 농지로써 공식

적으로 보유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면, 끄므가 현 에어허딘 및 에아따 꼬뮨 일

대는 1980년대 국영임엄회사 관할에 있었고 행정

기능도 국영임업회사가 맡고 있었다. 그 후 1990
년대 초반에 국영임업회사가 해체되고 국영임

업회사의 토지를 비롯한 이 일대 토지 전체의 관

할이 새로 신설된 행정 관청으로 이관되었다. 신

설 행정 관청은 개인들에게 토지사용권-당시는 

White Book15)-을 발급하면서 특별한 분쟁이 없

는 한 당시 그 토지를 이용하는 자의 기득권을 인

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였다(현지 인터뷰 내용). 

이는 1989년에 발표된 토지관리에 관한 성 정부의 

결정, 201/QD-DKTK에 따른 것이다(Cu M’gar 
huyen, 2005). 지금도 개간지의 권리 처분은 이러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16). 

이처럼 개간을 통하여 농지보유를 늘리고, 나

아가 이것이 토지 보유의 안정성까지 보장받았다

는 사실은 전환경제적 상황과 변경적 특성이 맞물

려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1990년대 중

반까지의 커피가격의 상승, 커피 붐은 개간을 촉

진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전환경제적 상황과 

변경적 특성이 그것을 가능케한 조건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은 커피변경지역의 형성과 

그 구조적 변동 과정에 소위 글로벌가치체인의 영

향만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2)  토지분배를 통한 토지보유 확대 및 커피재배 

참여

1980년대 말 닥락의 토지는 국영회사들이 대

부분 점유하고 있었다. 국영회사의 해체, 보유면

적 축소 등 국영회사에 대한 개혁 조치들은 농민

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전제 조건이 되었다. 2005
년 성 인민위원회는 국영회사의 토지배분에 관한 

결정 제64호(64/2005/QD-UBND)를 발표하였

다. 이는 중앙정부의 Decree 200(200/2004/ND-
CP)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것이다. 

이 결정 제16호에 ‘다음과 같은 국영회사의 토지

는 회수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용되지 않

표 3. 1991~2002년 기간 임업회사 토지이용 현황
단위: ha

구분 388/HDBT에 의한 보유면적 2002 현재보유 면적 침해당한 면적 분쟁 중인 면적

전국 5,920,034.0 5,000,794.0 275,213.5 45,480.0
 중부고원지대 전체 2,481,826.9 2,096,334.0 133,194.6 3,122.2
 그 중 Dak Lak성 1,167,100.9 957,735 111,295.4 1,442.5

출처: Bo Nong Nghiep va Phat Trien Nong Thon(2006), p.50의 부표 D2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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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지, 당초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 국

영회사 직원에게 배분된 토지, 임대된 토지.’라

고 명시되어 있다(Uy Ban Nhan Dan Tinh Dak 
Lak, 2005, 64/2005/QD-UBND, 10-11). 이 결

정에 따라 2010년까지 15개 국영임업회사로부터 

61,725ha를, 42개 국영농업회사로부터 10,420ha
를 각각 회수하였다. 국영임업회사로부터는 최

소 1,894ha, 최대 10,243ha까지 회수되었고, 국영

농업회사의 경우 최대 2,080ha까지 회수되었다. 

이러한 국영회사로부터의 토지 회수는 처음 이루

어진 것은 아니며, 1990년대에도 몇 차례 이루어 

1990년대 후반에는 국영회사가 점유하는 토지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국영회사로부터 회수된 토지는 해당 꼬뮨의 인

민위원회 통제 하에 개인에게 분배되고 토지이용

권(red book)이 발급되었다. 이한우(2011)에 의하

면, 북부지역의 경우 토지분배가 가구 균등 분배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닥락의 

경우 기득권 보장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 점은 미개발지역이 대부분이었던 닥락의 상

황, 즉 변경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

한 결정 64호 제18조에 회수된 토지의 분배 방안

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용되지 

않는 토지는 장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개인 혹은 조직, 주변 소수민족에게 우선적으로 

인도되거나 임대하며(제2항), 국영회사의 토지로

써 그 직원에게 배분되어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경

우에는 계속 사용하게 하고(제3항), 개인에게 배

분되어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

으로 처리하며(제4항)…, 등 기득권을 우선 인정

하는 방향으로 토지분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

득권을 인정하고도 남은 나머지 토지만 일반 개인

이나 조직에게 분배하는 것(제9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제3항과 제4항은 앞의 장에서 언급한 

도급계약, 협력생산을 맺은 토지의 처분을 나타낸 

것이다. 또 한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제2항에 

우선적 인도 혹은 임대 대상에 국영회사 주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는 국영회사 설치때에 소수민족의 토지가 상당수 

포함시켜 다시 반환한다는 의미가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인정해주

는 방향으로 토지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수

민족으로의 토지 반환은 과거 그들이 가졌던 기득

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17). 

이상과 같이 도이머이 이후, 특히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국영회사의 토지 회수와 그 토지의 분배

는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졌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주민들에게 토지이용

권이 없더라도 현재 이용하는 토지를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써 작용하였고, 

이는 결국 농민이 커피재배와 같은 영년생 작물재

배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3)  토지매매를 통한 토지보유 확대 및 커피재배 

참여: 사례 마을 분석

1980년대까지 근대적 의미의 토지거래는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정부의 공식 문건

에 ‘1987년 토지법이 발표되었지만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낮았다’는 언급에서 이를 짐작

해볼 수 있다(Cu M’gar Huyen, 2005). 대신 이주

민들이 무상 혹은 매우 적은 보상을 하고 소수민

족의 땅을 넘겨 받거나, 위에서 언급한 국영회사

와의 도급계약 혹은 협력생산계약 권리를 양도받

는 의미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는 

불법개간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소수민족들은 전

통적으로 수확에 대한 권리 인식은 있었지만 땅에 

대한 권리 인식은 약했다. 따라서 휴경 중인 산림

을 무상으로 이주민들에 넘겨주는 사례가 많았다
18). 후자의 경우는 장기 계약을 맺은 토지이고, 특

히 커피재배지의 경우 장기간 수확이 가능하기 때

문에 권리 양도 형태의 거래는 1990년대에도 계속

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 1993년 새로운 토지법 제정

과 커피가격의 상승으로 근대적 의미의 토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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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커피생산지역에

서는 킨족 간의 토지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토지거래를 통한 농민의 커피재배 참여 양상을 사

례 마을인 끄므가(Cu M’gar) 현, 에어허딘(Ea Hd-
ing) 꼬뮨의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 사례마을은 원래 Ede족 마을이 있었던 곳

이었고 1980년대에는 국영임업회사 에아허딘이 

관할하던 지역에 속해 있었다. 1989년 국영회사가 

해체된 후, 1991~1992년 사이에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권 권리 증서(white book)가 발급되었다. 주

민들은 이때부터 근대적 형태의 토지소유권을 비

로소 갖게 된 것이다. 권리 증서는 현재 이용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영회사 해체 즈음해서 국영회사 직원

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많은 땅도 그대로 인정

되는 결과를 낳았다. 에어허딘 꼬뮨에 이주민들

이 들어오기 것은 1975년 베트남 통일 전부터이

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1980년대후반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이며, 

2000년 이후 인구유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유효 응답자 92가구에서 143개 필지의 농지 취

득을 보고하였다. 농지는 주로 매입을 통해 취득

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속과 개간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배는 극히 드물었다(표4 참

조). 1990년대 초반의 매입 사례 20건에 대해서

는 근대적 의미의 토지매매가 아닌 경우가 포함되

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국영회사 해체후 이 일대 토지는 1991~1992년 

사이에 주민들에게 토지사용증명서를 발급하였

다. 이때 측량 등 등록을 위한 약간의 경비를 주민

들이 부담해야 했는데, 이것을 매입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개간을 통한 농지 취득은 1990년
대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대체로 하천 주변 

등 마을 외곽에 일부 남아 있던 땅을 개간한 것으

로 수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3년 토지법의 발효 

직후 이주민들이 크게 늘어나, 토지매매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조사결과에서도 1990년
대 중반 이후 토지매입이 농지의 주된 취득 경로

로 나타났다.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면, 2000년대

에 들어와서도 매입을 통한 농지 취득 방식이 주

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 주민의 토지매입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19). 커피가격의 상승은 

커피재배지 확대를 유인하였고 또 1990년대 중반

의 커피 붐으로 자본 축적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1993년의 토지법 

발효로 근대적 토지소유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은행 대출 등 자본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농가의 농지매입여력도 커졌다. 

토지가격은 커피재배지 여부, 그리고 같은 커

피재배지라도 식재된 커피나무의 수령 등 다양한 

표 4. 농지 취득 경로
단위: 필지수 

취득 시기 
취득 경로

계
분배 매입 개간 상속

1989년 이전  - -  3  1  4

1990~1994년  1 20  9  9  39

1995~1999년  1 45 12  6  64

2000~2004년 -  8  2  4  14

2005년 이후  1 11  -  10  22

합계 3 84 26 30 143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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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고려되어 매겨진다. 분명한 것은 최근

의 토지구입 사례를 보면 농가 소득 대비 토지가

격이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20). 따라서 최

근의 토지 가격은 사용가치 이외에도 교환가치가 

상당히 반영되어 형성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1990년대후반부터 지속되어온 커피가격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또 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최근 닥락의 경관 형성에 글로벌가치체

인의 영향 이외에도 전환경제적 특성이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나

타나면서 많은 토지들이 소수민족의 손에서 킨

족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라고 알려져 왔다(Sikor 
and Tuong, 2005; Agergaard, et.al., 2009; Stan, 

2000,; Doutriaux, et.al., 2008; Fortunel, 2003). 
소수민족의 낮은 재배기술 및 자본 부족, 유통경

로 접근에 있어서 제약, 독특한 문화적 배경 등 때

문에 소수민족들이 토지를 팔고 커피생산지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사례지

역의 경우 킨족이 토지를 매각하는 사례가 오히려 

더 많았다(표 5). 또 이 패턴은 시기와 상관없이 일

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초반 처음으로 토

지사용 증명서를 주민에게 발급할 때, 기존 이용

자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과다한 토지를 점유한 국영

회사 직원-주로 킨족-까지 기득권이 보장됨으로

써 이때부터 토지보유의 가구간 편차가 적지 않았

다. 이후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자산 이득을 실현

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였다. 혹은 전업 등을 이

유로 토지를 매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따라서 

토지시장에서 교환가치 원리가 반영되면서 토지

매매에 있어서 민족적 편향성은 상당히 약화되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에아허딘 꼬뮨은 2010년 현재, 커피재배면적은 

2,134ha로 전체 경지면적의 68%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고무(607ha), 쌀(185.5ha)재배 순으로 

많다. 국영회사가관할하는 고무 재배를 제외하면, 

농가가 경작하는 전체 경지면적의 82%가 커피재

배에 이용되는 커피생산지이다. 에아허딘 꼬뮨의 

현재 커피재배지 중 상당수는 토지매입 후 커피재

배지로 전환되었다. 조사된 커피재배지 112개 필

지 중 48개 필지(42.9%)가 취득 전에는 다른 용도

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그리고 

조사된 커피재배지가 취득 후 커피재배지으로 전

환한 사례는 주로 1990년대에 집중되었고, 2000
년 이후에는 단 3건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커피

재배지 매입은 상대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에어허딘 꼬뮨

은 1990년대 초반 국영회사 해체, 토지증명서 발

급 등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개발 초기의 혼란 상

태가 많이 약화되었다. 이후부터 농민의 커피재배 

참여도 주로 근대적 토지시장을 통한 토지확보 방

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5. 토지 판매자의 민족적 배경
단위: 필지수

매매 시기 Kinh 족 Ede 족 계

1989년 이전  1 -  1

1990~1994년 11 11 22

1995~1999년 24 24 48

2000~2004년  4  4  8

2005년 이후  7  5 12

합계 47 44 91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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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 분명히 커피붐은 닥락성에

서의 토지시장 활성화 및 토지가격의 상승을 촉진

시켰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커피가격의 

등락은 상당히 심하였지만, 토지시장과 토지가격

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농민의 커피재배 참여가 과거보다 손쉽게 이

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은 2000년대 중반 이

후 커피가격은 1990년대 초반의 커피붐 당시의 가

격에 근접하였지만, 커피재배지 확대는 두드러지

지 않았던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커피재배를 목

적으로 한 이주도 상당히 줄었다는 점도 이와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실은 닥락성의 

커피 지리 형성과 구조 변동을 글로벌가치체인 혹

은 coffee boom-bust 개념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

나치게 도식적 접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5. 논의와 결론

베트남이 글로벌커피시장 체제에 편입하면서 

세계커피시장의 가격 변동이 직접적으로 닥락의 

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닥락의 지리는 중

앙부고원 지대를 중심으로 한 커피생산지역과 나

머지 비생산지역으로 뚜렷히 분화되는 양상을 띠

게 되었다. 또 생산구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국

영회사 위주의 커피생산구조에서 이제는 개별 소

규모 커피생산자 위주의 생산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커피생산지리 형성과 그 구조 변환에는 

전환경제적 상황, 즉 시장경제제도로의 전환 과

정에 이루어진 여러가지 개혁 조치들의 결과이기

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국영회사

에서 이루어진 제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

였다. 베트남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국영회사

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이 과

정에서 농민의 커피 재배 참여를 확대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농민의 커

피재배 참여를 확대시켰다. 첫째, 국영회사의 경

쟁력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국영회사들은 커피생

산시스템을 종래의 직접 생산 방식 대신에 도급계

약제(khoan system)과 협력생산제(lien ket system)

이라는 계약생산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 방식은 

국영회사들에게 비용절감과 생산성 증가 양 측면

에서 경쟁력 강화에 이비지하였다. 동시에 농민들

에게는 안정적 토지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장기 수

확작물인 커피 재배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였다. 특히 투자능력이 부족한 농민들

이 커피재배에 참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 

국영회사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국영

회사의 해체 및 보유 토지의 축소 조치들은 농민

들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농민의 커피재배 참여가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한편 변경적 특수성도 닥락의 커피생산지리 형

성과 그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는 이 측면을 농민의 토지보유 과정과 그를 통한 

커피재배 참여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농

민이 커피 재배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개간,토지

분배, 매매 세가지 방법이다. 소수민족과 특히 이

표 6. 커피재배지의 취득 전 토지이용 상태

취득 전 토지이용
계

커피재배지 밭 임야 화전 기타

필지수 65 3 8 13 23 112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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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산림을 ‘빈땅’으로 인식하고 개간을 통

해 토지보유를 확대해나갔다. 이러한 인식은 토지

분배 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현재 이용자

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토지가 분배되고 토지사

용증명서(red book)가 발급되는 양상이 전개되었

다. 이러한 양상은 국영회사로부터 회수된 토지의 

분배과정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는 일찍부

터 개발이 이루어진 북부의 분배과정과 다른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변경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이한우, 2011). 그리고 차츰 변경적 상황이 

정리되면서 농민의 토지보유 확대와 커피재배 참

여는 토지매매를 통해 주로 이루어짐을 사례 마을

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토지매매에 있어서 교환

가치 논리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통일 이후 현재까지 

닥락에서의 커피변경지역의 형성과 구조 변동은 

글로벌커피시장의 영향, 도이머이 이후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이를 위한 사회주의 체제에 형성된 

구조의 개혁 추진이라는 전환경제적 특성 그리고 

소수민족, 산림지역, 미개발지역이라는 요약되는 

변경적 상황 세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고 해석된다. 이 세 측면에서의 접근은 글로벌 커

피시장의 영향의 관점에서 주로 설명해온 기존 연

구들을 비해 커피변경지역의 구조적 변동과정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사사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닥락성의 서부고원

농업연구소 (WASI, Western Highland Agricul-
ture and Science Institute)으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았다. 특히 이 연구소에 근무하는 Dr. Phan Viet 
Ha는 설문조사, 자료획득 및 현지조사에 많은 도

움을 주었다. 또한 Hue 대학의 Dr. Truong Quang 

Hoang과 Dr. Ngyuen Huu Ngu은 이 연구 착수 

초기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고, 현지 워크샵에 참

가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연구를 완수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감

사를 드린다. 

주

1) 커피변경지역(coffee frontier)이란 명칭은 미개발지이던 곳

이 커피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변경이라 해서 

붙인 이름이다. 공식 명칭은 아니나 학술문헌에도 사용될 

만큼 널리 사용된다. 변경(frontier)은 국경(borderland)과 

다르게 일정한 영역을 가진 공간 단위이다. 또 변경은 반

드시 국경 부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변경은 원래 한 

국가의 정치적 지배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지역이면

서, 경제적으로도 국가 경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지역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저개발국의 경우 도시주변

부에도 변경이 존재할 수 있다(Hirsch, 2009).

2) 예를 들어 2010년 현재 영년생 산업작물의 재배면적 

261,896ha 중 커피재배면적은 190,765ha로 전체의 73%

를 차지하며 이러한 양상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Cuc 

Thong Ke Tinh Dak Lak, 2010).

3) 중앙고원지대는 분마토(Boun Ma Thuot), 그롱 박(Krong 

Pac), 끄므가(Cu M’gar), 그롱 북(Krong Buk), 그롱 난

(Krong Nang), 에아허레오(Ea Hleo) 현 등에 걸쳐 형성되

어 있는 해발 400~500m의 완만한 현무암 용암대지를 가

리킨다. 다만 이 일대를 지칭하는 공식 명칭은 없는 것 같

다. 때로는 ‘Boun Ma Thout-Ea Hleo 고원’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4) 닥락 전체에 걸쳐 수많은 지류들로 흐른다. 행정구역 명칭

에 ‘Krong’ 혹은 ‘Ea’라는 접두사 붙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수민족 언어로 모두 ‘물’을 의미한다. 

5) D’Haeze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사례지역의 경우 커피재배

가 늘어나면서 토지조건이 불리한 곳에도 커피재배가 이루

어지고 있는데, 만일 이 비적지에 토지조건에 맞는 다른 작

물을 재배할 경우, 사례지역의 농가 당 소득은 기존의 토지

이용방식에 비해 5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하였

다. 

6) 지금은 해체된 임업회사에 근무했던 Y씨의 증언.

7) 자가보유농지는 규모가 큰 농지가 아니다. 대부분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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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려 있는 채마밭(garden field)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는 수입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매우 높아, 합작사, 국영농장 중심의 사회주의 집체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잘 보여준다. 북부지역 농

가의 소득원별 비중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1982년의 경

우 전체 가구소득의 70%가 자가보유농지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한우, 2011, 77). 그런데 북부 지역

의 경우 마을 전체 경작지의 5%에 해당하는 면적만큼만 농

가의 자가보유농지로 각 농가에게 배분되었다고 한다. 

8) 도급계약 및 협력생산제는 1980년대 추진된 합작사 운

영의 개혁 조치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1981년의 100호 지침(CT-TW 100)에 따른 생산물계약제, 

1988년 제10호 결의(NQ-TW Resolution 10)에 따른 농가

계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계획경제 방식을 부분적

으로 수정하였다. 두 제도는 생산성 저하 문제가 극심한 합

작사(Hop tac xa)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합작사 

소속 농가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조건으로 의무 생산량을 

합자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잉여생산물을 농가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히 제10호 결의에는, 산

간지역의 경우 수익을 내는 합작사 이외는 해체하거나 다

른 형태의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Vo Nhan Tri, 1992, 190).

9) 현지 조사 과정에서 닥락의 커피재배 확대과정에 협력생산

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배경 중의 하나라는 증언이 있

었다(WASI의 H 박사 증언). 또 표2 자료는 납득할만한 이

용계획이 없이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임업회사

의 관할면적 재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의 일환으로 이

루어졌다. 따라서 자체생산을 실제에 비해 과다 계상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10) 물론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무상으로 이루어지 않고 일정

한 수수료를 받는다. 특히 토지사용계약을 할 때, 서비스

용역만이 아니라 농자재도 국영회사을 통해 구입한다는 조

건을 덧붙이기도 하여 부당한 구속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

다. 과연 농민들도 부당한 구속계약이라고 여기는지에 대

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11) 1985년 당시 닥락에는 46개 국영농업회사(nong truong)

와 28개 국영임업농장(lam truong)이 각각 Dak Lak 전체 

면적의 10%와 56%를 점유하고 있였고, 이외에 성 정부나 

현(district)에 소속된 농업농장과 임업농장도 각각 18개

와 14개나 되었다. 이 모든 농장들의 점유 면적을 다 합치

면 닥락 전체 면적의 80%를 넘었다(Fortunel, 2003, 218-

222). 

12) 현지 주민 Mr Y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특별히 경계를 정해 

관할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포함시켜버렸다’

고 한다.

13) 1985년 성 인민위원회의 결의안 제381호(381/QD-UB)에

는 국영회사들은 그 근로자에게 주택용지 500㎡를 제공한

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Fotunel, 2003, 339).

14) 이러한 점은 지방정부의 공식 문건에 자주 언급되고 있

다. 예를 들면, 2005년에 발표된 Cu M’gar 현 토지이용계

획서를 토지관리실태를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의

하면 ‘1987년 개혁 토지법이 발표된 이후 이에 대한 선전활

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토지법에 대한 이

해가 낮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1993년 토지법에 의한 

토지사용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Cu M’gar현의 경우 2001년에도 전체 토지의 53.8%

만 측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Cu M’gar Huyen, 2005, 27-

28). 

15) ‘red book ’과 ‘white book ’은 모두 토지사용증명서를 의미

하는 별칭들인데, 증명서의 색깔에서 비롯되었다. 이중에 

red book은 1993년 토지법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에서 발급

되는 토지사용증명서의 별칭이며, white book은 그 이전에

게 발급되던 토지사용증명서를 지칭한다. 

16) 닥락 남쪽의 람동(Lam Dong) 성에서는 이러한 예가 

1990년대 내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ang, 

2010). 람동 성 정부는 1993년 법에 의한 토지이용권 발급

을 촉진하기 위해 불법개간된 농지의 상당수를 합법화하였

다. 또 2006년 제2차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때도 

12,000ha의 개간지를 농지로 인정하였다. 닥락의 사정도 

람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17) 과거 그곳에 거주하는 다수의 소수민족들은 국영회사의 

근로자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

례가 많았다. 따라서 커피재배 중심지역의 경우 우선적 인

도, 혹은 임대 대상으로서 소수민족의 숫자도 크게 줄어든 

경우가 많다. 이 점에 대해 Fotunel(2003, 390-401)에 자세

히 언급되어 있다.

18) 심지어 개간노동을 해주고 노동보수를 받음으로써 토지

를 넘겨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Fortunel, 2003, 393). 

19) 프엉(Phung)씨(73세, 킨족)는 1995년 Ede족의 화전 

0.6ha를 1.5돈 금반지를 주고 구입하여 정착한 뒤, 그 이듬

해 금 20돈으로 소수민족의 화전 2ha를 구입하였다. 이후 

2007년에 0.8ha 커피밭을, 다시 2012년에 0.6ha를 구입하

는 등 이주 이후 4차례나 토지매입을 하였다. 

20) 예를 들어 2003년 커피재배지를 0.1ha 당 약 600만동

(VND)으로 구입한 사례, 20004년에 커피재배지를 0.1ha 

당 약 1,000만동으로 구입한 사례, 2007년 커피재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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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ha 당 약 2,500만동, 2012년 커피재배지를 0.1ha 당 약 

1,670만동로 구입한 사례 등 같은 커피재배지라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에 한 농가

는 1.6ha의 커피재배를 해서 약 3.6톤을 수확하고 그 판매

수입은 1.3억동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경비를 제외하면 순

수입은 이보다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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