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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베트남에서 생산된 커피의 농가 단위에서 커피 가격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커피 재배 면적의 증가와 세계 

시장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커피 가격의 등락은 실질적인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인증 커피의 선호로 커피 관련 기업에 의한 보다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

다.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은 베트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커

피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증체제의 도입으로 시작되었고, 보다 본격적

인 확대는 정부 및 민간의 협력체제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Sustainable Coffee Program)’의 실시로 이

루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닥락 성에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 시행의 

결과와 그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이 커피 생산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한다. 끝으로 지

속가능한 커피 생산에 참여 농가와 비 참여 농가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닥락 성에서 전개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실

체적인 측면을 이해하고자한다. 

주요어 : 지속가능성, 닥락 성, 인증, 커피 생산, 환경

Abstract : The coffee price from the farm-gate level has been quite unstable in recent years because of 
the expansion of coffee cultivation, and the volatility of coffee price in the world market. The preference 
toward consumer’s sustainable coffee has inf luenced on the coffee purchase by the world major coffee 
companies. With this background, Vietnam began to follow the trend of sustainable coffee cultivation by 
the major coffee export companies which cooperate with some certification authorities. However, a pro-
posed program called ‘Sustainable Coffee Program’ in 2012 was initiated as public-private coopera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he program was initiated, and which organizations were involved in 
practice level, and what the program have achieved for sustainability. Finally, non-participant group was 
also considered on how they have been influenced from the existence of the ‘sustainable coffee program’ 
in direct and indirect m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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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세기 말에 국제 커피 기구의 커피 보장 가격

의 폐지와 더불어 199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커피 

시장에 진입한 베트남은 커피 생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세계 커피 생산 2위 국가로 부상하게 되

자, 세계 커피시장은 과잉생산 국면으로 들게 되

었다. 또한 로부스타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는 베

트남 커피의 확산에 더욱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그 결과 세계 커피 시장은 과잉생산에 따

른 가격의 급락을 경험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농가 

소득은 불안정하게 되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대

안으로서 커피생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커피에 대해 가격을 보장해주

는 공정무역 커피 등의 개념이 제기되었고, 여기

에 유기농, 열대우림연합, 친조류, 그늘막 등과 같

은 개념들의 ‘지속가능한 커피’가 출현하였다(임수

진, 2011).
지속가능한 커피는 보편적으로 유기, 환경 친

화, 및 공정무역 커피로 이해된다. 지속가능한 커

피는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

적 조건이 균형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일반 커피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커피 생

산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기반 시설, 의료, 

교육 수준을 강화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해당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것이고, 비교적 친환경 작물

인 커피생산을 지속하게 하여 해당 공동체의 생태

적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커피의 연구는 전

통적인 커피 로스터(roaster)가 주도한 공급체인과 

시장이 국지적 차원에서 커피 생산자에 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에 비해 베트남에서 커피 생산과 관련하여 지

속가능한 과정에 대한 실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

로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베트남에서 커피는 쌀 다음으로 농산품 수출에

서 중요하며, 300만 명이상의 소규모 농가의 생

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커피 분

야는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 즉 영농, 수확, 가

공, 수확 후 저장이 낮은 수준의 기술에 머물러 있

고, 커피나무가 오래전에 심겨진 지역이 많고, 비

료와 살충제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고, 물의 과다

한 사용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점

차 커피 산업 분야와 농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농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점으

로 제기되었다. 소비자들의 점점 증가하는 지속가

능한 커피 소비에 대응하여 커피 산업 분야에서도 

그러한 경향에 맞추어 나가야할 필요가 제기되었

다. 많은 커피와 관련된 기관과 당국 또한 그에 대

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해왔다. 본 연구의 주

요 관심인 베트남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

(The Sustainable Coffee Programme)’은 2012년에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 기관과 민간 협력체로서 시

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커피생산에서 어

떻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전개되었는지를 파

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

의 조직과 구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닥락

성 내 다른 지역(district)에 위치한 두 개의 사례 

연구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의 지속가능한 평가를 위한 성과와 비 

참여 농가의 커피 생산을 둘러싼 평가 또한 조사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바탕에는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3
가지 주요 측면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 

가운데 경제 및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에 초점

을 둔다. 이 두 부문의 지속가능성에는 커피 생산 

과정에 투입된 농업 활동, 수확, 가공, 비료와 제

초제의 사용 및 물 관리 등이 포함된다(Hardis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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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에서의 지속가능한  

커피의 전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커피는 개발

도상국의 많은 농촌 주민의 생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커피가 1차 소득원이 되고 있는 직

접 커피 생산에 관여하는 소규모 커피 농가 외에

도 커피는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외환 소득과 고

용, 하부구조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 결

과 커피 생산자와 커피 공급체인을 따라 많은 중

간 단계 간의 관계 정도는 국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하다. 지속가능성

이 지난 몇 세기 동안 여러 측면에서 정의되었지

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통

합 및 연결 형태가 일반적인 구성이었다. 지속가

능한 개발의 추진과 더불어 커피 생산과 무역에서

도 이 3가지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이 그 핵심이 

되어왔다(U.N. Conference, 2009). 
또한 지속가능한 커피의 구체적 실천의 배경에

는 공정무역의 빠른 성장이 큰 기여를 하였다. 즉 

북반구와 남반구의 소득 격차에 따른 공동체 의식

에 기반을 둔 윤리적 소비, 대안 무역, 착한 경제

의 실천을 위한 운동과 인증체제로서 공정무역은 

발달하였다. 1980년대 말 공정무역 인증제가 실시

된 후 2000년대 이후에는 다국적 기업의 참여에 

의해서 공정무역은 확대되었다(이용균, 2014). 그 

후 유기농운동 국제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IFOAM)에 의

해서 1995년 커피 생산의 환경적 조건에 관한 유

기농 기준의 적용을 구체화하면서 커피 유기농 인

증을 시작하였다. 또한 열대우림의 파괴를 방지

할 목적으로 형성된 NGO 단체인 열대우림 연맹

(Rainforest Alliance)도 1995년 생태다양성 보존과 

사회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커피 농가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커피 인증체제가 점차 보편화

되면서 크레프트(Kraft)와 네슬레(Nestle)같은 다

국적 로스팅 기업들은 자신들의 커피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품질의 커피 판매에 대한 전

략으로서 기존의 인증체제가 아닌 새로운 인증체

제인 1997년에 조성된 유티지(Utz)와 협력 체제를 

갖춘다. Utz 인증체제는 주요 커피 기업들이 유럽

의 소비자를 위한 농업 실천을 위한 가이드를 제

시하면서 기업과는 독립적인 제 3자에 의한 인증

체계가 그 특징이다. 같은 년도에 다국적 로스팅 

기업들은 커피 생산의 지속가능한 실행을 장려하

기 위해서 생산자 그룹과 NGO 단체와 더불어 4C 

협회를 만들었다. 4C는 제 3자에 의한 인증체계와 

달리 기업 내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다(Elder 외, 2014).
베트남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커피에 대한 필요성은 앞

서 언급된 베트남의 커피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 세계 시장에서 영향과 더불어 베트남에서도 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서다. 2000년대 접어들면

서 낮은 커피 가격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

도가 되면서, 특히 소규모 농가가 거의 90%를 차

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커피 지역에서는 어떤 번화

가 필요하였다. 커피 가격의 하락에 대한 농민들

의 반응의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많은 농가들은 

전략 또는 그들의 활동은 기존의 커피 재배 방식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높았고, 다만 비료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비용의 감소에 관심을 보여준 

정도였다(이상율, 2013). 일부 농가에서 보여준 

커피 재배 지역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 등 다양화

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소규모의 농

가가 지배적인 커피 생산 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

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커피 생산이 다른 농업 활

동보다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닥락 성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한편 커피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커피 생

산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정체 내지는 가격의 급

락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가

능한 커피 문제가 세계 커피 생산의 흐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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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었다. 먼저 시작된 라틴 아메리카 커피 지역

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커피 생산의 품

질 문제가 제기되었다.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되

는 커피는 로부스타여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충분

하지 않아도 커피 생산 농가에서 판매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베트남 

커피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낮

게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점차 베

트남 정부를 비롯한 농업 관련 단체들은 보다 지

속가능한 커피에 대한 관심을 제기하였다(이상율, 

2013).
전체적으로 실제 커피 생산만으로는 어려운 형

편의 농가들은 다른 부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비용의 제약 때문에 새로운 커피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영농에 필요한 비료 및 물을 확

보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융자를 받아 

대처하지만, 그 융자의 이자가 높을 뿐 아니라 커

피 판매에 대한 가격이 중간 거래업자와 커피 수

확 이전에 결정되어 시장에서의 커피 가격의 절반 

만 지불받는 조건도 따른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생산자를 지원할 여

러 가지 안들이 제기되었다(Dept. of Crop Produc-
tion, 2009). 또한 선별적으로 커피 생두가 골라져

야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이 커피의 생두를 수확하

는 방식은 커피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었고, 

기업들이 중간거래업자를 통한 커피 거래 대신 농

민과 직접 거래를 하여 커피 품질을 높인다든지, 

농민들이 공동으로 기계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베트남 커피의 세계 시장에서 주요 역할과 더불

어 위기감에서 시작된 개선 방향으로서 제시된 지

속가능한 커피에 관심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이

기도 하다. 즉 세계 커피 시장이 2000년대 접어들

면서 세계 커피 시장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으

로 변화하면서 세계적 커피 로스트 기업들 네슬

레, 크레프트, 사라 리, 스머커스와 유통 및 소매

업자인 월마트, 코스코, 스타벅스, 맥도날드, 던

킨 도넛 등이 지속가능한 생산 기준에 적합한 커

피 시장에 역할을 수행하였다(Elder 외, 2014). 그 

결과 외국계 커피 수출회사들은 국제적 기준의 

인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되면서, 공정무역

(Fairtrade), 열대우림(Rainforest), 유티지(Utz), 
4C와 같은 국제적 커피 인증 프로그램이 도입되

었다. 이 4개 인증 단체들이 베트남에서 외국 수출

기업의 커피 품질 제고라는 목적과 더불어 활동하

게 된다. 4개의 인증 단체 가운데 공정무역과 열대 

우림의 활동은 닥락 성에서는 Utz와 4C에 비해서

는 적은 편이다. 특히 닥락 성에서 4C는 2004년, 

Utz는 2006년에 각각 주요 커피 인증기관이 되었

다. 일반적으로 Utz 인증 체제를 따르는 커피 생산

자는 매년 이행 규정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에 대

해 제 3의 독립적인 감사자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행 조건의 내용에는 제한된 농화학 물질

의 사용과 기록이 포함된 커피 생산 활동과 효율

적인 농장 관리,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호, 고용인

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의료 시설의 이용에 관

한 사회적, 환경적인 기준 체계이다(Utz Certified 
Vietnam Office, 2009). 그에 비해 커피 공동체를 

위한 일반 코드(The Common Code for the Coffee 
Community, 4C) 인증 체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커피 가공 및 거래, 수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을 설정하여 소규모 농민들이 따를 수 있는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닥락 지역에서의 지속가능성 인증 관련 

프로그램에 따른 지역에서의 현황자료이다.

Utz와 4C 외 열대우림과 공정무역 인증 체제도 

있으나 위 두 인증 체제가 닥락성의 주요 커피 생

산과 관련한 주요 인증 부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상대적으로 4C 체제의 인증은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닥락 성에서

는 공정무역 인증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수는 

적지만 커피 생산면적은 조금 더 크며, 평균 생산

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4C 인증기

관과 협력 관계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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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을 이행하는 조건의 공정무역의 인증

체계를 같이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일부 커피 기업들은 2015년경 열

대우림연맹과 4C가 설정한 지속가능한 한 기준

에 따르기로 하였고 네슬레는 2015년경에 전 세

계에서 18만 톤 인증 커피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

다. 인증 커피는 2013년 기준 전년의 20%에 비해 

약 44%로 증가하였다. 베트남 커피의 80%이상이 

2020년경에 지속가능한 기준에 의해서 커피 생산

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Vietnam News, 
2013). 또한 새로운 방법은 농민들의 삶에 보다 기

여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은 영농의 비용을 절

감할 수 있게 하면서 생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커

피의 품질도 개선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베트남에서 농민들은 80년대와 90년대와 같은 토

지의 개간 또는 구입을 통한 경지 면적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보다 많은 커피 생산을 위해서

는 새로운 생산 방식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Eco-Business, 2013). 
많은 커피 생산국은 인증 체제를 준수하기 위

한 비용은 소규모 농가로는 너무 지나친 부담이 

되고, 다만 규모가 큰 생산업체 정도가 감당할 정

도라는 것이 우려 사항이었다. 보다 판매에 유리

한 점과 일부 추가 커피 가격이라는 직접적인 수

혜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지표

에서 인증 체제가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준수 규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

요할 것이고 커피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었다(Haggar 외, 2012). 지속가능한 커피의 인증

제도는 유기농과 친환경 재배라는 방식에 의해서 

가난한 생산자의 시장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가격 

프리미엄에 따른 최저 가격이 설정됨으로써 수익

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커피 품질을 기

준으로 한 커피 프리미엄 가격은 중남미 지역에서

는 비교적 일반 커피와 공정무역에서 제시된 가격

과는 차이가 비교적 크다. 예로서 중남미 지역에

서 아라비카 종의 공정무역 인증 체제에 따른 커

피는 파운드당 124센트(US cents)이지만 일반 커

피는 파운드당 70센트의 차이로서 그 차이가 있다

(kilian 외, 2006). 그러나 인증체제에 의해서 반

드시 보다 높은 프리미엄 가격이 설정된 것은 아

니라는 비판도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커피 가

격은 종종 인증제도에 의해서보다는 품질에 의해

서 결정되었고, 지속가능한 농업 활동은 생산과정

에 따른 비용의 증가와 생산량에서도 감소를 가져

옴으로써 추가적인 가격으로 인한 수익 증가를 가

져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밖에도 지속가능한 

커피를 둘러싼 공정무역의 인증 체제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그러

한 것으로서 인증제도에 관한 규정과 규칙은 개발

도상국 생산자들이 아닌 선진국 참가자들이 결정

함으로써 오히려 그 지역의 상황에 비해서 지나치

게 까다롭거나 비합리적인 인증제도는 지속가능

한 성장에 장애가 된다(사라 리온, 2010). 생산자

들도 인증 커피의 생산이 많아지면 가격 역시 내

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1. 각 인증 기관의 닥락 성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

인증기관 참여 가구수 면적(ha) 생산량(tons) 가구당 평균 면(ha) 평균 생산(100kg/ha)

4C 8,530 13,800 45,711 1.62 33
UTZ 11,346 14,098 39,672 1.24 28

열대우림 1,400 2,100 6,153 1.50 29
공정무역 137 243 900 1.77 37

합계 21,413 30,241 92,436 1.41 31

자료: Dak Man, Certified Fairtrad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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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계 커피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구매

량은 지속가능한 커피의 공급량보다 훨씬 적은 것

이 현실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커피 판매의 보장

으로서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커피 

재배의 기술적인 측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Smith, 2010).
커피 생산과정을 둘러싼 지속가능한 기준은 국

가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지속가능한 커피의 

핵심 개념인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삶의 질

에 관한 평가는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베트남에서도 지속가능한 커피에 관한 

연구에서 그 개념을 적용하였지만 사회적 지속가

능성의 평가는 다소 모호한 것이었다. 그 주된 이

유는 중남미 지역에서 평가한 지속가능성의 기준

의 조사 방법론 구성이 이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즉 어린이 노동과 교

육 문제는 닥락 성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잘 제공되고 있으며, 유소

년 어린이의 노동의 의미는 없다. 또한 중남미 지

역의 대농장 시스템에서 커피 생산에 관여하는 계

절노동자에 대한 비용의 지불과 그들의 삶의 질 

문제는 소규모 농가 중심의 베트남에서 적용하기

에는 적절한 지표로 보이지 않는다.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표 또한 이 지역 모든 커뮨에서 

비교적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속성을 평

가하는 지표로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Kuit, 2006).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세계 시장에 늦게 진입한 베

트남에서 커피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측정은 Utz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Cosa Report, 2013). 그 연구의 주요 결

과는 베트남에서 인증체제의 농가는 비 인증 농가

에 비해 생산량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한다. 

커피 생산에서 매우 집약적인 생산을 하는 상황에 

비추어 이는 작은 성과가 아니라는 평가였다. 환

경적인 농업의 실천으로 비용의 감소와 덜 유해한 

살충제 때문에 질소 침출의 위험 요소도 줄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보다 지역에 적합

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비 인증 

농가보다 인증 농가들은 환경적으로 보다 효율적

인 자원 이용뿐만 아니라 물의 절약과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하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증 농

가는 비교적 생태학적인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비

해 비 인증 농가는 단일작물재배에 집중하는 경

향을 보였다. 무엇보다 지속가능성 평가에 어려

운 점은 여전히 국영농장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국영농장이 인증 제도에 참가하는 경우 커피 생산

에 따른 프리미엄 가격의 농민들과 분담을 비롯하

여 생산 비용과 임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혜택과 

노동자가 분담하는 비용 등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속가능성의 

평가에서 베트남 지역 적용을 위해서는 질적 및 

양적 평가의 도구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 

3. 베트남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의 배경

2000년대 접어들면서 베트남에 외국 기업 중심

의 커피 수출회사들이 이 지역의 주요 인증 체제

였던 Utz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도

입하였다. 그러나 외국 수출기업 주도의 지속가능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베트남 정부와 

시민 단체, 커피 수출 기관, 무역 파트너 등 정부 

기관과 민간 간의 협력에 의한 지속가능한 프로그

램의 도입은 닥락 성의 일반 농가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12년에 시작된 ‘지속가능한 커

피 프로그램(The Sustainable Coffee Programme)’
의 성격과 그 성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닥락 성 내 

2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예

비 조사 및 연구지역의 일반적인 농업 현황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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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과 더불어 2014년 6월 3주간 집중적으로 인터

뷰 및 설문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설문 조

사는 크롱 팍 지역(Krong Pak disrict)에 위치한 Ea 
Yong 커뮨과 쿠마가르 지역(Cu ma’gar district)의 

Quang Hiep 커뮨에 위치한 마을에서 회수된 76
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마을은 각 마

을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그 커피 

생산 방식에 참여한 농가와 참여하지 않았던 농가
1)(이하에서 비 참여 농가로 표현)가 혼재된 마을

이다. 

본 연구 조사는 커피 생산 과정에 관한 사전 연

구와 닥락 성 전체가 커피 생산지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조영국, 2014; 정수열, 2014)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커피의 이 지역에서 전개 과정과 

참여 농가의 성과가 조사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주요 외국 수출기업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자와 인증기관의 인증 담당자, 연구 지역의 커뮨 

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담당자, 참여 농

가의 마을 단위 프로그램 지도자 등 비교적 광범

위한 범위에 걸친 사람들과 인터뷰와 설문 작업을 

병행하였다. 

2000년 대 중반 이후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커

피 수출회사들은 자체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커피 수출회사 올

람(Olam)은 베트남에 회사 수익의 1~2%를 해

당 커피 생산 농가에 재투자개념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Olam International, 
2016). 올람(Olam International)과 같은 기업은 

4C 인증체제를 수용한 외국계 커피 수출회사이

다. 4C 인증체계와 협력한 초기 동기는 커피 로스

트업계에 종사하는 구매자들과의 상업적인 협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4C인증 체계와

그림 1. 연구 지역(닥락 성의 Quang Hiep(Cu M’gar district) Commune과 Ea Yong Commune(Krong Pac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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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관계 구축은 농민들과 보다 잘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올람의 이미지 제고에

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외국 기업들의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주요 

커피 판매 지역인 특히 유럽에서 시장 판매 전략

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외국 기업들

은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품

질의 커피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도 관련된 것으

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에 대한 근거로 주요 외국

계 기업과 직, 간접적인 연계에 의한 커피 농가에

서는 각 농가 생산량의 50%를 의무적으로 그 회사

에 판매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그 뒤 본격적인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의 실행에 참여한 중소

기업들이 그러한 의무 사항이 제시하지 않았던 것

과 대조가 된다. 

본 연구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은 

비교적 작은 커피 기업에 의해서 2012년 이후 실

행되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그 기업들이 지속가

능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국제기구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베트남의 농촌 및 농업부는 소위 

“농업의 경쟁성 재고(Improve Agricultural Com-
petition)”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정부 

부처의 후원에 힘입어, 닥락 성 일부 지역이 그 프

로그램의 실행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일부 기업

들이 지역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실행

자로서 참여할 수 있었다. 2012년 초 그 지속가능

한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들이 동의를 

거치는 계약과 더불어 시행되기 시작되었다. 특히 

소규모 농가가 90%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의 농

민들은 그룹 또는 협동조합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된 커피를 수매해서 수출기업에 연결하는 소

규모의 수매자(collector)에게 판다. 그들은 커피 

판매에 도움이 될 농민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비

교적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Solidaridad, 2009, 
2011). 마을 단위의 그룹 또는 단체의 필요성이 제

기되면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실행 조직이 형

성되었다.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은 커피 품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 커피 재배자의 적절한 비료 사

용 방법, 해충 방지, 물의 적절한 사용, 적절한 토

양 관리, 생 커피의 수확, 커피 건조 방법에 중점

을 둔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은 영농 활동을 신장시키고 투입 요소의 

비용을 줄이고 농민에게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

요한 조건이었다. 2013년 초에 약 20만 ha의 커피 

면적에 그 프로그램 하의 인증이 부여되었다. 20
만 ha 중 15만 ha는 4C기준 이행의 조건이었다. 

2015년 30만 ha, 2020년 48만 ha로 확대될 계획

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 때 외국 주요 수출 기

업이 적용하였던 Utz 인증을 위한 기준보다는 낮

은 수준의 인증을 전제로 시행된 프로그램이었다. 

즉 참여 농가들은 교육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비용

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4C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한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었

다. 특히 베트남에서 커피 생산의 문제로 가장 많

이 지적된 것은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비옥도가 낮아지고 지하수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고 비용의 에너지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Technoserve, 2013).
Ea Yong 커뮨에서는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

그램’의 실행자로 Embeden, Drisgui & Epping 
Consulting(EDE)이라고 하는 기업이, Quang 
Hiep 커뮨에서는 INEXIM 기업이 주체가 되었

다. 그러나 두 연구 지역 커뮨에서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시행될 때 비교적 장기간 지속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실제 2년의 짧은 기

간 동안만 존속되었다. 그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었던 주요 이유는 그 프로그램의 실

행을 둘러싼 상위 조직에서 재원의 지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

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실행에 직접 참여한 각 

마을 단위의 주체들은 계약 당시에 2년이라는 시

효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이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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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인터뷰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그 당시에도 그 프로그램의 닥락 성

에서 그 규모에 비추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

는 불확실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그룹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마을 단위에서 참여한 

농가의 규모는 다양하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당

시 Ea Yong 커뮨에서는 6개의 참여 그룹이 형성되

었고, 각 그룹은 15명에서 20명의 커피 생산 농가

구로 구성되었다. 반면 Quang Hiep 커뮨에서도 6
개의 그룹이 조직되었는데, 각 그룹의 규모는 35
명 정도의 커피 생산 농가구로 구성되었다. 

각 그룹의 조직에서 처음에는 참여 농가의 조건

이 다소 엄격하였다. Ea Yong 커뮨에서는 커피 생

산 면적이 3ha 이상인 농가가 그 기준이었다. 이 

커피 면적 기준은 이 지역의 일반적인 커피 경지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였으며, 매년 그룹의 공

동 기금을 위해서 100만 VND를 기여할 수 있는 

농가에 제한되었다. 일부 커피 생산 농가만이 그 

정도의 경작 면적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조건

은 현실적이지 못해 소수의 농민만이 그 프로그램

에 가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참여 농가에 부

여된 그 조건은 참여 농가의 수를 제한시키는 조

건이 되었다. 반면 Quang Hiep 커뮨에서 참여 과

정은 이와는 달랐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참

여에 적용된 기준은 그룹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

만, 설문 조사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의 시행 1년 전

부터 행해진 각종 커피 생산과 관련된 교육과정

에 참여 정도였다. 이점은 각 마을 단위(반드시 마

을 단위가 아니기도 함)의 하위 그룹의 구성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보다는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 리더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기준이 적

용되었다. 

커피 거래 상인이 참여 농가로부터 커피를 수집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은 거의 모든 커피에 kg당 

200VND의 프리미엄 가격2) 혜택을 농민에게 부

여하였다. 그 외 참여 농가는 이 프로그램을 주도

한 기업(예, INXHIM)으로부터 비료와 살충제를 

시중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고, 그 기업은 해당 비용의 40%

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구조였다. 또한 그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

양한 커피 생산과정의 교육 분야를 구성하여 지원

하였다. 지금은 중단된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

아보면서 참여 농민들은 무엇보다 그 기업이 잘 

지원하였던 것은 커피 생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

속히 비료와 살충제를 참여 농가에 전달될 수 있

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 농가는 비료 및 살충

제 구입에 따른 비용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 지역 모두 같았다. 농민들

이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프로

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처음 제시된 커

피 가격의 프리미엄 부분은 농민에게 주어지지 않

기도 하였고, 농민들이 재배한 커피가 인접한 국

영 농장에 판매될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환경에

서 생산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의한 혜택은 이 보다 앞

서 시작된 주요 외국 수출 기업의 지원에 의한 커

피 농가의 지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외국 주요 

수출 기업들은 비료와 살충제 구입에 필요한 직접

적인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았다. 수출기업은 약 3
년간 자체적인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

가에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커피 경작

에서 주요 프리미엄은 400 VND의 혜택으로서, 

단순히 농가에만 지불하는 것이 방식이 아니고 

400VND에서 200VND는 농가에, 150VND는 

중간 상인에게, 50VND는 그들의 프로그램 실행

에 참여한 마을 지도자에게 커피 킬로그램 당 추

가로 더 지불하는 형태였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은 3년이지만 그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거

의 연장되었다. 즉 생산, 생산 감독자, 중간 상인

에게 지원비를 나누는 구조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에도 관여하고 

중간 상인을 통한 커피 물량의 확보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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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참여 농가가 그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할 의무는 커피 생산 활

동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 기

록철은 교육 및 연수 과정, 비료 및 살충제 살포

에 관한 정도, 물 사용 정도, 판매에 관한 활동으

로 구성되었다. 각 농가의 커피 생산과정의 전 단

계에 걸쳐 기록된 기록철은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 

조직 및 지도자에게 제출하게끔 되었고, 그 마을 

조직자는 다시 커뮨 단위의 그 프로그램 담당자에

게 확인을 받아야 했다. 실제 농민들의 기록 작성

은 처음과는 다르게 판매에 관한 기록은 확인 될 

필요가 없었다. 이 점은 주요 외국 수출회사들이 

시행한 프로그램의 일부 목적이었던 양질의 커피 

확보와 시장에서 요구 사항과는 다르게 정부 지원

과 관련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실행자였던 인티멕스 그룹

(Intimex Group)의 4C 인증기준의 지속가능한 프

로젝트 담당자 Do Ha Nam에 의하면,

“농민들의 커피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해당 지

역 단위의 커피 구매자들은 커피 생산 기준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며, 인증 커피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가격을 지불하였지만 여전히 인증 커피와 

비 인증 커피를 같이 섞기도 했다. 또 일부 구매

자들은 농민에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따른 

농민에게 추가 가격을 지불하지도 않았기 때문

에 농민들이 그 프로그램의 기준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

여한 중소 규모의 회사들은 외국 주요 수출 기업

과는 달리 그들의 지원에 의해 생산된 커피에 대

해 그 회사에 판매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

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지

속가능한 프로그램은 실제 2013년 말 경에는 끝났

지만 그 시기에 조직된 지속가능한 그룹은 여전히 

남아있다. Ea Yong 커뮨의 마을에서 각 그룹의 구

성원들은 그 프로그램을 구성할 무렵 참여의 전제 

조건이었던 기금을 여전히 공동 관리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고, Quang Hiep 커뮨에서 참여 농

가들은 그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실행되었지만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커피 생산과 관련된 정

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게 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불과 2년 만

에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활

동이었지만, 그러한 이유로 불평도 있었지만 참여

한 농민들은 2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비교적 양호

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4.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의 평가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

가와 비 참여 농가를 비교한 연구는 다른 사례에

서도 비교를 통해 그 프로그램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 멕시코에서 공정무역 생산자와 전통 

생산자 간 커피 판매에 따른 가계소득의 변화, 커

피 생산의 추가 계획, 토양 보존과 토양 비옥도를 

위한 방법 모색, 커피의 세척과 커피 펄프의 처리

에 관한 비교가 제시되었다(다니엘 재피, 2012). 
Utz 인증 체제의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베트

남 닥락 성에서 참여농가(target group)와 비 참여

농가(control group)를 대상으로 그 성과를 비교한 

바 있다(Cosa report, 2013).
다음 표 2, 3, 4는 연구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프

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와 비 참여 농가에 관한 일

반적인 정보를 보여준다. Ea Yong 커뮨에서 조사

된 농가의 75%는 1990년대에 커피 경작을 시작하

였고, Quang Hiep에서는 80%가 1990년대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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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경작을 시작하였다. 이 결과는 저자의 이전 연

구 지역이었던 Doan Ket에서 41%가 1990년대 이

전에 커피 경작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연구 지

역은 커피 생산의 초기에 형성된 지역이라기보다

는 커피 생산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전개된 90년대

에 재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지역 가

운데 하나인 Quang Hiep은 Doan Ket과 같은 지

역(Cu M’gar district)에 속하지만 중심 타운에서 

다소 벗어난 입지로 인해 접근성의 어려움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정된 두 마을에서 거

주시기는 1984년 이전에 거주한 시기가 Ea Yong
에서는 21%이며, Quang Hiep에서는 50%로 나타

났다. 주거지 조성은 Quang Hiep 지역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나 커피 생산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 

었다. 

연구 지역의 각 마을의 커피 경작 면적의 비교에

서 Ea Yong의 농민들은 83%가 1.5ha보다 작은 커

피 경작지, Quang Hiep에서는 58%가 1.5ha보다 

작은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닥락 성 전체

의 가구당 평균 커피 경작 면적인 1.56ha과 비슷

하거나 조금 작은 면적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나 비 참여 농가 간에 커

피 경작 면적은 Quang Hiep에서 비참여 농가들이 

더 작은 경지 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민 구성은 두 지

역 모두 95% 이상이 킨(Kinh)족이었으며, 이는 참

표 2. 커피 경작 시기

커피 경작 1984 이전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년대

Ea Yong
 참여 농가 4 11 4

비 참여 농가 1 8 4 4

Quang 
Hiep

참여 농가 2 2 3 9 4
비 참여 농가 10 10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표 3. 연구 지역 농가의 닥락성 거주시기

커피 경작 1984 이전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년대

Ea Yong
 참여 농가 3 7 8 2

비 참여 농가 4 1 8 2 2

Quang 
Hiep

참여 농가 12 3 5 2
비 참여 농가 9 1 7 3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표 4. 커피 경작 면적

커피경작 면적 ＜0.7 ha 0.7∼＜1.5 ha 1.5∼＜3.0 ha 3.0 ha＞

Ea Yong
참여 농가 7 9 4

비 참여 농가 8 7 2

Quang 
Hiep

참여 농가 3 6 8 4
비 참여 농가 8 7 5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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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비 참여 그룹 역시 거의 대다수가 킨족이었

다. 기타 일반적인 속성인 가구주의 분포에서 참

여 농가는 상대적으로 50대가 많았으며, 비 참여 

농가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은 연령 분포 집단이었

다. 연령 분포의 차이는 참여 농가들이 보다 그 지

역에서 사회적 관계의 정도는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가구 규모, 교육 정도 두 지

역 모두 참여와 비 참여 농가 간 차이가 거의 나타

나지 않는다. 

1)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 참여 농가의 

성과

다음은 2년간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에 참

여한 농가의 커피 생산량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 점은 기존의 커피 관련 자료에 의하면 중남미 

지역을 비롯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속가능

한 커피 농업의 실천은 실제 농민들에게 요구되

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커피 생산량이 줄어들었

다는 결과와 베트남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

고가 있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참여 농가가 생

산한 커피는 크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반영하

지만 생산 농가의 기준에서는 생산량은 커피 생산

에 따른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

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참여 농가와 비 참

여 농가로 나누어서 파악하면서 조사자 수는 많지 

않지만 참여 농가의 대부분은 커피 생산량의 증가

를 보여주고 있다. 즉 단기간의 년 간 변화에 따른 

결과이지만 두 지역의 많은 농가들은 표 5에 나타

난 것과 같이 10~20% 정도 생산량의 증가한 결과

를 보여주고, 일부는 40% 이상의 증가도 보였다. 

생산량의 지표로서 판단할 때 이 지역에서 시행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과 관련한 비용부문의 조

사는 참여 농가들은 비료와 살충제 구입에서 40%

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비용 부분의 확인은 실제 

어려웠다. 다만 참여자들의 기록 보존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인 조사는 거의 불가

표 5.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참여 이후 생산량의 증가

0∼10% 10∼20 % 20∼30% 30∼40% 40% 이상

Ea Yong 6 7 1 1 3
Quang Hiep 2 10 4 1 4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표 6.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의 순위

전체적인 도움이 많았던 순위 경제적인 도움이 많았던 순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 치기 16 10 5 1 6 10
비료 14 11 8 25 11 2

살충제 2 3 13 5 13 6
물 사용 8 12 7 6 9 15

커피 수확 0 1 3 1 6 3
커피 판매 0 1 0 0 0 1
커피 건조 0 0 1 0 1 1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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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여 리커트(Likert) 스케일로 환경과 경제적 부

분을 조사하였다. 

표 6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커피 생산과 판매

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항목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았던 항목을 재

정리한 것이다. 가치치기와 비료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교육과 실천이 참여 농가에게는 가장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커피나무의 가지

치기 교육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진술이 설

문 조사 후 인터뷰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이전에

는 다른 커피 경작자들처럼 늘 하던 방식대로 커

피나무의 가지치기를 했는데 어느 시기에 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커피나무의 어느 부분을 해 주어

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지치기를 했다고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교육

은 물 사용, 살충제 교육과 실천의 순서였다. 커피

나무에서 직접 수확, 커피 판매, 커피 건조에 관한 

교육 또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시행한 교육 때

문에 경작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도움은 순위 자체의 중요

성 보다는 커피 경작자 개인이 느끼는 정도를 반

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커피 수확은 커피 경

작자들에게는 한꺼번에 수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수확을 할 것인가의 선택과 연결

된다. 커피 수확기에 같은 나무에서도 커피 열매

의 성숙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

확하면 노동력의 활용과 관련하여 비용이 절감되

지만 좋은 커피 수확의 측면에서는 나누어 수확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은 비료

와 살충제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실천이었다. 이 

두 부분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

속가능한 프로그램에 관여한 기업으로부터 비용

의 절감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물의 사용

과 관련하여 참여 농가들은 커피나무에 고무호스

로 물을 공급하는 일반 기존의 방식보다는 전력을 

이용한 방식에 의해서 노동비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비료 및 살

충제 사용과 관련된 비용 절감에 관한 경제적 관

점 외에도 이 부분에 관한 환경적인 측면 역시 파

악되었다. 환경적인 부분에 관한 영향은 조사기

간의 제약 때문에 참여 농가에 의해서 주관적으

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

여한 후 농민들은 화학비료의 사용 정도에서 적게 

사용했다는 응답, 동일한 정도의 사용, 더 많이 사

용한 정도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

나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더 많이 하였다고 많은 

참여 농가들이 응답하였다. 이는 화학 비료의 형

태, 종류에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용의 정도로서 평가하기는 부족

하였다. 즉 참여 농가는 유기질 비료 투입과 더불

어 기존의 화학 비료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살충제의 사용에 관해서는 응답자들은 커피 생산

에서 약 30%를 줄였다고 응답한다. 

2) 비 참여 농가와의 비교 

기존의 방식으로 커피 재배를 하는 농가와 지속

가능한 커피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 이유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 또한 이웃 농가로서 같은 마을에 거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간 커피 경작에 관한 교

류와 정보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두 그룹 간의 계

량적인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다

만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

들이 그들의 커피 재배 활동에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

다. 또한 비 참여 농가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

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

사하였다. 비 참여 농가 가운데 지속가능한 프로

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Ea Yong에서는 

76.5%가 참여하기를 희망하였고, Quang Hiep에

서는 85%가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것으

로 보아 비 참여 농가들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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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실행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또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

가와 비교하여 비 참여 농가의 농업 기술 정도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를 요청하였다.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커피 생산과 관련한 그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7에서 Ea Yong에서 비 참여 두 농가는 참여 

농가에 비해 기술이 낮다고 평가하였지만 15가구

의 비 참여 농가는 오히려 참여 농가보다 더 나은 

기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토양관리에서 다

섯 가구가 농업의 기술이 낮다고 평가하고, 12개 

농가는 참여 농가보다 더 잘 토양을 관리한다고 

평가한다. 그 외 살충, 물 사용, 커피 가공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Quang Hiep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상과는 다른 이

러한 응답은 주관적 평가에 따른 설문 조사의 한

계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실제 참여 농가와 비 참

여 농가의 커피 생산에 관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점으로 해석된다. 또 하나 커피 농가의 평가

에서는 커피 경작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는 것이 연구 지역의 조사에서 지적된다. 즉 비교

적 젊은 연령층 커피 농가의 인식에는 여전히 커

피 재배는 경험이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2년 시작되어 2013년 말 경 중단된 ‘지속가

능한 커피 프로그램’이 기존의 일반 커피 농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마을 내

에 존재함과 더불어 커피 재배에 관한 방식에 관

하여 다음 표 8과 같이 참여 농가로부터 영향을 받

은 부분에 관한 응답이다. 

비록 비 참여 농가들은 해당 마을에서 시행된 지

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의 커피 재배 방식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

다는 것은 아니었다. 비 참여 농가들 또한 경제적

인 측면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커피를 

경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

재한다. 즉 자신들의 경험, 이웃 참여 농가와의 교

류, 베트남에서 농업 정보의 주요 수단인 TV 방송

과 인터넷 매체, 그리고 커피 관련 기업에서 제공

하는 세미나 또는 농민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

램 등에 의해서도 커피 경작에 관한 새로운 정보

를 취득하기도 한다. 결국 비 참여 농가들이 참여

에 대한 희망은 참여한 농가들이 경험한 각종 지

원에 따른 비용의 감소와 일부 프리미엄 커피 가

격이 주요 요인이었다. 

표 7. 비 참여 농가의 상대적 농업 기술적인 자체 평가

가지치기 토양관리 살충  물 사용 수확 커피 가공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Ea Yong 2 15 5 12 5 11 3 14 0 17 2 14
Quang Hiep 6 13 5 12 3 16 3 12 4 8 2 9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표 8. 참여 농가로부터의 영향

비료 사용 살충제 사용 물의 사용 퇴비

Ea Yong 8 2 5 7 

Quang Hiep 4 1 1 5 

자료: 연구자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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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990년대 베트남에서 생산된 커피가 세계시장

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며 로부스타 커피종의 세계 최대 생

산국이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커피의 세계 시장 

진입과 더불어 세계 커피 시장은 가격의 하락을 

경험하게 되면서 커피 생산국의 농민들의 삶에 영

향을 주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커피 생산이 부각되었다. 베트남에서

도 다른 중남미 지역보다는 다소 늦지만 세계 주

요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세계 커피 시장

의 흐름인 보다 나은 품질의 커피를 전제로 한 지

속가능한 커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대부분 소규모의 경지 면적에서 커

피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커피 시장의 변

화는 수익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에서 지속가능한 커피의 전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베트남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의 흐름은 크

게 2가지로 파악되었다. 첫 번째는 외국계 기업들

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세계 시장을 지향한 커

피 생산의 필요성에 기인한 인증체제와 협력 관계

에 의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이며, 또 다른 하나

는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시행된 비교적 광

범위하게 전개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이었

다. 인증체계와 외국계 수출기업에 기반을 둔 지

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과정은 생산, 거래상인, 기

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커피 생산 체인과 결합

된 것이었다. 그에 비해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

램’은 국제 기구, 정부 기관, 기업, 민간단체, 농민 

단체, 농민이 상호간 협력 관계 속에서 진행된 프

로그램이었다. 그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로는 많

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커피 생산에 

관한 농민들의 전반적인 커피 경작의 방법에 기여

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불

과 2년밖에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

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참여 농가들은 커피 생산량은 20% 정도 증가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경작에 

따른 비용의 증가 때문에 실제 수익은 상쇄된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바람직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

러나 주목할 점은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이 제시한 지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

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비용 부담도 적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의 경

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것은 비료 와 살충

제 사용 및 물 사용의 절약이었다. 이 부분은 주로 

경제적인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토양의 비옥도 유

지와 효과적인 에너지 이용으로 이어졌다. 많은 

농가에서 관행으로 하던 방식의 커피 재배 과정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

었다. 또한 참여 농가의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도

움을 받은 프로그램의 내용은 경제적인 항목과 어

느 정도 일치하지만 가지치기의 교육과 실천은 많

은 농가들이 관행에 의존했기 때문에 가장 큰 도

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 참여 농가의 비교

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다만 많은 비 참여 농가는 

참여 농가에 비해 농업 기술적인 측면은 다르지 

않다는 점은 흥미롭다. 처음 계획과는 달리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 조직자에 의한 참여 조직 농가의 

구성이 상당히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뒤 같은 지역의 이웃으로부터의 열린 정보 교환에 

의해서 참여 농가와 비 참여 농가의 커피 생산과

정에서 차이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따른 참여 농가의 생산

량의 증가는 이 지역에서 점차 우려되는 상황인 

과잉생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긋나는 흐름이 커피 시장에는 항시 있지

만 그 문제에 대한 단기간 또는 빠른 해결책은 사

실상 없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공정무역 또는 

유기농업은 농민이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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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인증체계라는 

형태보다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 그 자체가 더 중

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증 커피의 시장에서 잠

재적 규모는 제한될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인증 

자체는 커피 이미지와 커피 가치의 제고에는 도움

이 될지 모르지만 인증 그 자체는 장기적인 면에

서 이어져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는 점이다. 베트남 농촌 커피 재배 지역의 농민들

의 소득 및 기타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지역

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지속적으

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은 현재 지구적 차원에서 커피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과잉 생산의 문제를 야기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지적 차원에서 농가 소득

의 증진은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베트남에서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도입은 결

국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

한 것이다. 외부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작된 프로

그램이 단기간의 성과는 작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되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커피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주

1) 농가의 비교 조사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참여자와 전통 생산자라는 용어 대신 참여 농가

와 자발적인 비 참여는 아니지만 편의상 비 참여 농가로 구

분하였음.

2) 일종의 최저가격제와 비슷하나 일반 커피 판매 가격에 약

간의 가격을 더 지불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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