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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세계 커피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한 원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커피산업의 동향처럼 최근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베트남의 커피 인증 프로그램은 비나카페라는 단일 국영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

가의 커피 인증 프로그램과 차별된다. 특히, 비나카페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는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인증 커피 프

로그램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나카페를 사례로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커피산업의 가치사슬의 변화와 그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1)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커피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비나카페의 역할을 분석하고, 2) 비나카페에 의해 주

도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3) 이에 따른 한계점을 고찰하고자 했다. 연구 결

과, 비나카페 자회사에 속한 농가는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위해 인증 커피의 환경 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기존 일반 커피 생산 비용에서 환경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며, 비나카페 자회사는 인증 커피 생산 과정에서 발생

하는 추가 환경 비용을 농가에 일부 지원한다. 그러나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인증 커피를 일반 커피 가격으로 구매

함으로써 자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인증 커피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장받지 못했다. 따라서 자회사는 인증 커피 프리

미엄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농가에 환경 비용을 다른 형태로 전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 역시 인증 커피 

생산에 따른 프리미엄을 보장 받지 못해 인증 커피 생산에 따른 최종 손실은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요어 : 베트남 중부고원지역, 비나카페,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커피 농가

Abstract : Demands in a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 have increased steadily in the global cof-
fee market. Along with this trend,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s 
in Vietnam has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Vietnam’s th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s led by a 
single state-owned company, which is called Vinacafe, shows some differentiations from other sustainable 
coffee programs certified in other countries. The structure of exclusive decision-making in Vinacafe has 

http://dx.doi.org/10.23841/egsk.2017.2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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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orter & Kramer(2011)는 기업이 수익 창출 이

후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

제활동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공유

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의 개념을 

주창하였다. 기존 사회 문제 해결은 정부와 NGO

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정부와 NGO는 사회문제

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결에 

한계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의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며, 

기업 활동은 부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Porter & 

Kramer(2011)는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

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개선하고, 생산 

전반의 행위자들과 협의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기업 활동의 가치 공유를 사회문제 해결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유가치창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커피산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이다.

베트남에서 커피는 쌀 다음 2위의 수출 작물로, 소

규모 농가가 다수인 특징이 나타난다. 베트남은 20

년 이상 커피 고목 비율이 높아 생산력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다하게 물과 살충제를 사용하

여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커피 소비

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인증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압

박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재배 환경과 시장 수요

의 변화는 커피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지속 가능성

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이상율, 2016). 지속 가능

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은 소비자 권리의 보

장, 농가 교육의 지원, 여성 권리 향상, 가족의 유지, 

생산 지역의 발전, 환경보호, 생산 과정의 민주적 구

조 형성, 불법적인 마약 재배 방지, 경제적인 안정의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김종호, 

2012). 그러나 베트남이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

그램을 도입한 이후 위계적 이윤 분배가 더욱 심화 

되어 비대칭적인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와 같은 베트남 커피산업의 독특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커피산업이 단일 국영기업인 비

나카페(베트남커피총공사, Vinacafe)에 의해 주도

되는 매우 특이한 구조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

been interfered with economic impacts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sustainable coffee certifi-
cation programs in Vietna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changes in and limits of 
the value chain of the coffee industry with the introduction of Vietnam’s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 by investigating the case of Vinacafe. To this end, the research has attempted 1) to concern with 
the role of Vinacafe in the process of growth in the coffee industry in central highland of Vietnam, 2) to 
analyze changes stemmed from the introduction of Vinacafe’s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s, 
and 3) to examine the limits to the introduction of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s in Vietnam. 
As a result, it found out that Vinacafe subsidiaries shifted the losses resulted in the payment of additional 
environmental costs to produce sustainable certification coffee onto coffee farmers depended on Vinacafe 
subsidiaries, because the price of premium emerged from supports for certificated coffee production has 
not been guaranteed by Vinacafe mother firm.

Key Words :  Central Highlands of Vietnam, Vinacafe, Sustainable Coffee Certification Program, Coffe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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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첫째,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커피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비나카페의 역할을 분석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특징과 베트남에

서 인증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

했다. 셋째, 비나카페에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

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발

생한 한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

년, 2013년, 2014년 중부고원지역의 커피 산지인 닥

락성(Dak Lak Province)에 위치하는 비나카페 자회

사 및 농가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세계 최대 커피 생산지로서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부상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

tion, ICO)의 2016년 현재 커피 생산량 통계에 따르

면,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은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

고 있다. 베트남의 커피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부고원지역, 특히 닥락성이 커피 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했다(정수열, 2013; Kim·Hoang, 2013). 이와 

더불어 베트남 유일의 국영 커피 기업인 비나카페는 

중부고원지역의 닥락성을 기반으로 한 베트남 커피

산업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국영 농장을 통한 원두의 

생산, 가공, 내수 유통 및 수출 등의 기능을 담당하

며, 베트남 커피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 커피산업이 경쟁 체제로 전환 이후 커피 가

격은 10년 이상 하락하였으며1), 이로 인해 커피 생산

량이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임수진, 

2011). 그러나 베트남은 정부 주도하에 수출을 목적

으로 커피산업을 장려하며 세계 커피 시장의 새로운 

주요 공급지로 부상하였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

출하고 있다(표 1). 이와 같이 베트남의 커피산업이 

급성장한 주요 원인은 2000년대 이후 주요 커피 공

급지였던 중남미 생산국들이 냉해와 가뭄 등이 발생

하면서 생산을 늘리기보다 고급 원두를 중심으로 고

부가가치의 원두를 소량 생산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2)(Pardo, 2013). 그 결과, 2013년 현재 베트남의 커

피 수출액은 전체 GDP 대비 평균 약 1.8%, 1차 산업 

GDP 대비 약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

베트남 커피산업의 공간 분포는 중부고원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부고원지역은 캄보디아와의 접

경지역으로 사회·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방 및 

안보적 전략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부고원지

역의 커피산업 발달로 인한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

전은 베트남 정치·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부(MAR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농업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중부고원지역 5개 성

의 커피 재배 면적은 베트남 전체 커피 재배 면적의 

약 89.1%를 점유하고 있다. 5개 성별 재배 면적 비

중은, 콘툼성(Kon Tum Province) 2.1%, 지아라이

성(Gia Lai Province) 12.2%, 닥락성 32%, 닥롱성

(Dak Long Province) 18.4%, 람동성(Lam Dong 

Province) 24.4%가 커피 재배에 이용되고 있고 있

다(표 3). 이와 같이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이 최대 커

피 생산 공급지가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의 중부고원지역이 커피 생산지로 성장

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프랑스 식민 지배와 관련

된 역사적 요인에 기인한다. 베트남의 커피 재배는 

프랑스의 영향으로 1857년부터 하남성(Ha Nam 

Province), 쾅빈성(Quang Binh Province), 콘툼성

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닥락성의 대규모 농장은 유

럽 수출 및 내수를 위해 프랑스 식민 지배 과정에서 

건설되었다(김두철·호앙·조영국, 2016). 당시 프랑

스가 수탈하였던 경지 면적은 약 909,300ha였으며, 

이 중 5,900㏊가 커피 플랜테이션으로 사용되었다

(Roldan-Perez et al, 2009). 이 당시 플랜테이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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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커피 재배 면적
단위: 1,00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베트남
501.1

(100.0)

508.5

(100.0)

586

(100.0)

623

(100.0)

637

(100.0)

중부고원지역
485.6

(96.9)

491.5

(96.7)

526.7

(89.9)

559.3

(89.8)

567.6

(89.1)

콘툼
11.1

(2.2)

11.5

(2.3)

11.9

(2)

12.8

(2.1)

13.4

(2.1)

지아라이
76.6

(15.3)

77.2

(15.2)

77.6

(13.2)

77.7

(12.5)

78

(12.2)

닥락
182

(36.3)

183.9

(36.2)

200.2

(34.2)

202

(32.4)

203.6

(32)

닥농
74.8

(14.9)

76

(14.9)

90.2

(15.4)

115.3

(18.5)

117.4

(18.4)

람동
141.1

(28.2)

142.9

(28.1)

146.9

(25.1)

151.5

(24.3)

155.2

(24.4)

출처: MARD Statistic Data

표 1. 베트남 커피 내수 및 수출 규모
단위: 천 60㎏ 포대(%)

　 연도 내수 수출

베트남

1990 244(17.5) 1,146(82.5)

2000 235(1.6) 14,606(98.4)

2010 2,617(13.4) 16,850(86.6)

2015 5,206(19.7) 21,294(80.4)

세계

1990 19,267(20.7) 73,986(79.3)

2000 24,943(22.1) 87,970(77.9)

2010 30,087(22.5) 103,411(77.5)

2015 34,721(23.7) 111,922(76.3)

출처: ICO Historical Data

표 2. 베트남 GDP 대비 1차 산업과 생두 수출액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GDP 대비 1차 산업 비중 18.7 20.4 19.2 18.9 20.1 19.7 18.4

GDP 대비 생두 수출액 비중 2.3 2.0 1.4 1.2 1.4 2.2 1.8

1차 산업 GDP 대비 생두 수출액 비중 12.2 9.8 7.4 6.5 7.2 11.1 9.7

출처: World Bank,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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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탈된 경작지는 고무가 가장 많았으며, 커피, 차 

순으로 경작에 많이 활용되었다(송정남, 2000). 베

트남 커피 경작이 시작된 식민 지배시기의 생산량은 

매우 적었다(정수열·이승철·조영국, 2016). 그러나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베트남 중부고원지역

은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지역으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부고원지역이 주요 커피 생산지로 성장한 또 다

른 원인은 1990년대로 이주민에 의한 불법 개간의 

확대가 급속한 커피 재배 면적의 확대로 이어졌기 때

문이다(조영국, 2013). 특히, 1993년에 이루어진 토

지법 개정을 시작으로 2005년 국영기업 토지 배분 

등의 조치로 중부고원지역의 커피 재배 면적은 크게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중부고원지역의 커피산업은 

지역경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

나 중부고원지역은 커피 생산에 적합한 기후적 특징

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커피가 성장하기 좋은 기

후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은 중부고원지역 내에서

도 한정적이다3). 또한 기후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임

에도 불구하고 중부고원지역의 열악한 도로 교통 사

정으로 대부분의 지역은 커피 생산에 대한 접근성

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조영국, 2013).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무분별한 개간에도 불구하

고 커피 면적의 확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중부고원지역의 커피산업은 기후와 접근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닥락성을 중심으로 급성장하

게 되었다.

3.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커피산업과 비나카페

1) 비나카페의 출현과 분포

비나카페는 총리의 승인으로 설립된 국영 은행, 

경제 집단, 국영기업 등 24개 국유 기업의 하나이다. 

비나카페는 베트남 커피산업의 발전을 통해 커피 수

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나카페는 산

업 중요성에 따라 총리가 관할하는 ‘총공사 91(Tong 

Cong Ty 91)’의 유형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Decision No.251-TTG). 비나카페는 1999년까지 

커피 수출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아 산업의 지

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Smith (2003)에 따르면 국

영 커피 농장은 1980년대 중반까지 75%의 높은 비

중이 나타났지만, 2000년에는 15%로 감소했다. 비

나카페는 전체 국영농장의 약 2/3를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의 국영 커피 농장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

세에도 불구하고, 1999년까지 민간 기업은 원두의 

생산과 가공 기능만을 담당했고, 수출 기능은 비나

카페가 독점했다. Roldan-Perez et al.(2009)의 연

구에서 비나카페는 2000년에 베트남 커피 수출이 

세계 2위로 성장한 이후에도 베트남 전체 원두 수출

량의 20%, 닥락성 원두 생산량의 50%를 점유했다. 

World bank(2004)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01

년에 발생한 커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보완하기 위

하여, 비나카페 자회사의 사회보험금 지급을 유예하

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나카페는 1990 

~2000년까지 베트남 정부의 커피 수출 육성을 전담

하는 커피산업 유일의 국영기업으로, 커피 생산과 

수출 기능에서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보장받

는 행위자이다. 비나카페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비

나카페는 2015년 현재 중부고원지역에 약 37,000㏊

의 커피 농장을 기반으로, 33,000명을 고용하고 있

다. 비나카페는 매년 25만~30만 톤의 원두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베

트남 전체 원두 수출량의 약 20~24%에 해당한다. 

베트남의 수출 중심 정책에 따라 비나카페도 대부분

의 원두를 수출하고 있지만, 최근 지아라이성과 콘

툼성에 상업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여전히 내수용 

원두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비나카페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중부고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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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닥락성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그림 1). 비나카

페 조직 중 중부고원지역에 위치한 조직은 직영 기업 

13개, 지분 100% 자회사 26개, 경영권 보유 자회사 

3개, 협력사 5개 등 총 57개 조직이 위치하며, 이 중 

닥락성에 위치한 조직은 직영 기업 4개, 지분 100% 

자회사 18개, 경영권 보유 자회사 2개, 협력사 5개 

등 총 29개 조직이 닥락성에 집중되어 있다. 닥락성

을 중심으로 중부고원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비나카

그림 1. 비나카페의 공간 분포

출처: 비나카페(www.vinacafe.com.vn) 공시 자료 지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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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조직은 주로 생산과 가공을 담당하는 기업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은 빈즈엉성(Binh Duong Province), 빈딘성(Binh 

Dinh Province), 하노이(Hanoi) 등 물류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직영 기업은 내수 기능을 담

당하는 성별 지사들과 생산 가공 기능을 담당하는 직

영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영 기업의 경우 중

부고원지역에 집중 분포를 하고 있다

2) 비나카페 의사결정구조의 변화와 농가 관계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는 비나카페 모기업이 가

지고 있었던 의사결정권이 자회사로 일부 이전되

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비나카페 자회

사의 농가 계약의 변화가 나타났다(지호철·이승철, 

2015). 비나카페의 의사결정구조 변화는 도이머이 

이후 이루어진 베트남의 국영기업 개혁 정책의 결과

이다. 비나카페의 의사결정구조 변화는 세 개의 시

기별 변화가 나타난다. 첫 번째 시기는 1995년 이전

으로, 군사조직에서 국영기업으로 전환이 나타났다. 

도이머이 이전 사회주의 체제 하에 비나카페는 각 지

역 군사 조직의 현지 경제 부문에 속해 있었고, 일원

화된 정책이나 의사결정구조가 부재했다. 도이머이

로 인해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의 커피 국영기업은 군사 조직에서 경제 조직으

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1990년부터 

수출 작물로 커피 재배를 장려했고, 각 지역의 국영

기업은 중앙부처의 수출 정책에 따라 생산 기능만을 

담당했다. 두 번째 시기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로, 국영기업이 총공사로 계열화되었다. 베트남 정

부는 국영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일한 계열

에 속해 있는 국영기업의 통합을 추진했다. 베트남 

커피 총공사로 설립된 비나카페는 정부가 가지고 있

었던 의사결정권을 이양받아 베트남 커피산업을 총

괄하게 되었다. 마지막 시기는 2004년 이후로, 주식

회사화가 진행되었다. 비나카페는 커피산업의 대내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화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체제전환 이후 베트남 정부는 거대 국영

기업 집단인 총공사를 설립하였으나 사회주의 체제

에서 형성된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은 개선하지 못했

다.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해외시장정보(2017

년 09월 07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베트남 GDP

의 28%를 국영기업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비경제성과 높은 부채 비율로 비효율적인 경

영의 대표적 사례로 베트남 국영기업이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의 구조를 개

편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화(co phan hoa, equitization)를 추진 중이다. 베트

남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6년 체제 전환 

이후 국영기업의 구조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2016부

터 2020년까지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 마스터 플랜

을 제시했다(Decision No.588-TTg-DMDN). 국

영기업의 주식회사화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국영

기업의 정부 지분율은 네 개 그룹 ―100%, 65% 이

상, 50~65%, 50% 이하―으로 국영기업을 분류된

다. 2016년 현재 비나카페는 정부 지분률 50~65% 

그룹에 해당하며, 2020년까지 주식회사화를 완료해

야 한다. 비나카페는 원두 생산 기능을 직접 담당하

고 있는 자회사의 다수가 일인 유한 책임회사의 형태

이다. 비나카페 자회사의 구조적 한계로 주식회사화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일인 유한 책임회사의 지분을 

2인 이상 보유 체제로 전환하고 생산과 직접 연관되

지 않는 계열사는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Viet Nam 

News, 2015년 12월 21일).

비나카페 자회사가 농가와 맺는 계약은 크게 노

동자 고용 방식(Worker; khoan), 계약 농장 방식

(Contract A; khoan, Contract B; lienket)의 유형

으로 구분된다(조영국, 2013; Lee·Chung·Joh, 

2016). 2013년 11월 12일부터 2014년 3월 28일일

까지 진행된 베트남 커피 기업 28개의 설문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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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토대로 정리한 농가 계약의 유형별 세부 내용

은 다음과 같다(표 4). 노동자 고용 방식은 자회사로

부터 사회보장보험이 제공되고, 계약 농장 방식은 

사회보장보험이 제공되지 않는다. 계약 농장 방식은 

다시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는데 A형은 자회사로부

터 토지와 커피나무를 임대하며, B형은 토지만 임대

를 받는 방식이다. 노동자 고용 방식의 경우 계약 기

간이 종신 개념으로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가 강조된

다. 노동자가 은퇴하는 경우 자녀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이양할 수 있는데, 권리를 이양받은 자녀는 

계약 농장 방식으로 계약이 전환된다. 비나카페 자

회사는 사회보장 보험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적으로 

토지 소유 규모가 작은 노동자 고용 방식보다 계약 

농장 방식을 선호한다.

계약 농장 방식의 경우 토지와 나무를 모두 기업

에서 관리하는 A형 계약이 생산 품질 관리 및 안정

된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B형 계약보다 선호하

고 있다(표 5). 715A Company의 경우 노동자 고

용 363명, 계약 농장 487명(A형: 437명, B형 50명)

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 플랜테이션을 시작할 

때 회사가 토지와 나무를 보유하여 계약 농장 B 유형

은 최근에 계약된 형태이다. 715A Company의 경

우 노동자 고용 계약의 사회 보장비로 인한 이윤 감

소 문제로, 계약 농장 A형 비율을 늘리고 있다. 716 

Company 역시 노동자 고용 96명, 계약 농장 A 유

형 135명의 계약이 나타나는데, 최근 계약 농장 계약 

A 유형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제도적으로 A형 계약이 종료된 농가의 계약 갱신 시 

B형 계약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721 Company는 715A Company와 716 Company

의 계약 현황과 다르게 노동자 고용 및 계약 농장 A

형 139명, 계약 농장 B형 678명이 계약되어 있는데, 

표 4. 농가 계약의 종류와 특징

항목

도급 계약(Khoan) 협력 계약(Lienket)

노동자 고용

(Worker)

계약 농장 A

(Contract A)

계약 농장 B

(Contract B)

토지 소유권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나무 소유권 자회사 자회사 농가

생산 결정

묘목 교체 자회사 자회사 협의

생산 다각화 자회사 자회사 협의

묘목 교체 시기 농가 농가 농가

비료 사용 자회사 자회사 자회사

관개 농가 농가 농가

수확 자회사 자회사 농가

투입재 자회사 ≫ 농가 자회사 > 농가 자회사 ≥ 농가

자회사 납품
FAO/APO

(많음)

FAO/APO

(중간)

FAO/APO

(적음)

농가 수입
계약 초과 수확량

(적음)

계약 초과 수확량

(중간)

계약 초과 수확량

(많음)

주: FAO는 원두 생산량 중 고정량을 납품, APO는 원두 생산량 중 고정비율을 납품

출처: 설문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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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계약 농장 B형을 도입한 후 5년마다 계

약을 갱신하고 있다. 721 Company의 경우 투입재

를 농가가 자체 조달하게 하여 자회사의 이윤을 늘리

려고 하고 있다. 지호철·이승철(2015)은 생산 과정

의 의사결정이 기업에서 협의, 농가 순으로 이양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가 진

행될수록 이와 같은 농가 계약의 변화가 확산될 것이

며, 농가 계약의 변화로 의사결정권의 농가 이양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자회사가 전체 생산 

과정을 관리하는 노동자 고용과 계약 농장 A형의 비

율이 더 높아, 기존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

정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농가 계약의 측면에서 수

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

로그램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한계의 주

요 원인이다.

4.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19세기 말 브라질 커피의 과잉 생산은 1차 커피 

위기라고 하는 가격의 급락 현상을 가져왔다. 20세

기에 들어서면서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커

피 위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차 세계대전 중 군

용 보급품으로 인스턴트 커피 수요가 증가하여 잠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1957년 과잉 공급으로 하락

세로 돌아섰다(임수진, 2011). 이와 같은 가격의 불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ICO는 쿼터제를 시행하였

으나, 경쟁적인 생산 확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ICO는 1989년에 쿼터제를 폐지하였으며, 세계 커피

산업은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다(임수진, 2005). 그 

결과, 파운드당 1.2~1.4 달러였던 원두 가격이 1990

년 71센트로 급격히 하락하여 20세기 말 커피 위기

가 발생하였다. 1990년 이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베트남 커피산업의 급속한 수출 확대는 커피 가격 하

락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과잉 공급은 커

피 산지의 생태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으

며, 다국적 기업의 커피산업 진출은 커피 위기를 심

화시켰다. 이와 같은 커피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생

태적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이 등장하였다(임수진, 2011).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은 NGO의 주

도로 다국적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

국적 기업은 최종 소비자 및 수입국과의 이해관계

를 고려하여 인증기관을 선택한다. 지속 가능한 커

피 인증은 Fairtrade(FLO), Organic, Rainforest 

Alliance(RA), UTZ 등 4개 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

에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FLO는 소규모 생산자

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RA와 

Organic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기준으로 

한다. UTZ는 FLO의 경제적 기준, RA와 Organic의 

표 5. 비나카페 자회사의 농가 계약 현황

노동자 고용(명) 계약 농장 A(명) 계약 농장 B(명) 확대 선호 유형

715A 363 437 50 A

715B 92 354 - A

715C 62 465 - A

716 96 135 - A

720 - 400 800 A, B

721 - 139 678 A, B

출처: 설문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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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기준을 종합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

표로 한다(Kolk, 2012). 

베트남은 2000년대 이후 커피 가격의 하락으로 인

해 전체 농가의 90%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가 피해

를 입게 되자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

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커피 수출기업이 UTZ와 협

력하면서 UTZ 인증 방식의 확산이 베트남에 나타나

게 되었으며(이상율, 2016), 비나카페 역시 2013년 

UTZ의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전

면 시행하였다. 비나카페가 도입한 지속 가능한 커

피 인증 프로그램은 대부분 UTZ 인증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일부 자회사가 4C4)의 인증을 받고 

있다. 비나카페가 인증 기관으로 UTZ를 결정한 것

은 자회사의 판단이 아니라, 모기업의 정책적인 결

정이었다. COSA(2013)의 UTZ 베트남 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UTZ은 2006년 처음 베트남의 인증을 

시작한 이래로, 2010년 351개 농장에 대한 시범 사

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과

정에서 닥락에 위치한 WASI(Western Highlands 

Agroforestry Scientific and Technical Institute)

와 협업을 하였고, 시범 농가 중 비나카페의 자회사

인 721 Company 소속 64개 농가가 포함되었다. 

721 Company의 UTZ 시범 사업 경험을 토대로, 비

나카페는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기관으로 

UTZ을 선정하게 되었다.

베트남 커피산업의 중심지인 중부 고원 지역

의 닥락성은 2004년에 4C를, 2006년에 UTZ 인증

을 시작했다(이상율, 2016). SCAA Sustainability 

Committee(2009)의 비교 연구에서 나타나듯 UTZ

은 다른 인증 기관 및 커피 지원 네트워크(Coffee 

Support Network, CSN) 등과 연계하여 농가에 지

원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고 있다. 그리

고 인증 과정에서 ISO 기준에 따른 규정만을 요구하

며, 상품 가격에 대한 자율적인 협상과 FLO보다 상

대적으로 저렴한 감사 비용 등 다른 기관보다 적용

이 수월한 장점이 있어 베트남과 같이 새롭게 성장

하고 있는 생산국에서 인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이와 같은 UTZ의 인증 기준과 비용의 차별점은 

UTZ이 높은 생산량을 보이는 시장 중심의 인증지역 

확대전략을 추구한 결과이다(Caulkins, 2013). 예

를 들어, 베트남 닥락성의 UTZ 인증 커피의 규모는 

39,672톤인 반면, FLO 인증은 900톤에 불과하였다

(Lee, S-C., 2013).

일반적으로 커피산업에서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커피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대부분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커피 가공기업들은 수확 기간

에 중개인을 통해 원두를 조달한다. Roldan-Perez 

et al.(2009)에 따르면, 베트남 커피 중개인은 원두

를 구매하여 가공기업이나 수출기업으로 중간 유통

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원두를 중개하는 업

체는 독립된 개인 기업이거나 가공 및 수출을 담당

하는 기업의 산하 기업 형태이다. 그리고 중개인이 

가공기업이나 수출기업에 직접 납품을 하는 예도 있

지만, 커피 수집상이나 커피 수집 대행업체(Buying 

Station)로 납품을 하고 대행업체가 기업과 거래를 

하는 예도 있다. 커피 수집상은 중개인이 수집한 원

두를 모아 대행업체로 넘기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

집 대행업체는 커피 수집상이 단순 중간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다르게, 가공업체나 수출업체에 공급

하는 원두의 불순물 제거, 건조 등 원두의 1차 가공

을 수행하기도 한다(Lee, S-C.,2013 참조).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에서 중개인의 거

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도입 원인이다. 커피 생산국 

농가는 대부분 소규모 현지 농장이기 때문에 원두

의 적정 가격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농

가가 합리적으로 취해야 하는 이윤이 중개인에게 착

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속 가능한 커

피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농가와 기업이 직접거래를 

통해 중개인이 착취하고 있는 이윤을 농가로 환원하

는 것을 강조한다(그림 2). Lee, S-C.(2013)에 따르

면, 베트남 커피 중개인의 역할은 세 시기로 구분되

어 나타난다. 첫째, 도이머이 이전 집단농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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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커피의 모든 생산이 사회주의 체제에 입각한 

공동 생산으로 이루어져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둘째, 1986년 도이머이 이후 1998년까지 기간에는 

일부 커피 국영기업의 해체로 경작지 할당이 이루어

졌다. 이 기간에 소규모 커피 농가가 증가했고, 가공 

기업과 수출 기업은 중개인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독점적인 유통 기능을 부여하게 되었다. 베트남 커

피 중개인인 이 기간에 농가의 원두 납품 가격을 매

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중개 이익을 대량으로 

확보하였다. 셋째, 1999년 이후 베트남 커피산업은 

소규모 민간 농가, 외국인 투자 기업, 민간 중개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양한 주체의 

등장은 기존 중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 카르텔

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이윤 착취보다는 지역 경제 

매개체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베트남 

중개인의 착취 활동이 1999년 이후 나타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베트남 커피산업에 도입된 지속 가능한 커

피 인증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과 도입 원인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비나카페 자회사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

램을 2013년에 비나카페 모기업 정책에 따라 도입

하였다. 비나카페에서 생산되는 원두는 대부분 해

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으로부

터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이 강조되

고 있다. 7개 비나카페 자회사의 면대면 설문조사에

서 716 Company, 720 Company, 721 Company

는 모기업 정책에 따라 UTZ 인증을 도입하였지

만, 한편 52 Company, 715A Company, 715B 

Company, 715C Company는 자회사의 판단에 따

라 인증도입을 유보하였거나 도입을 시행하지 않았

다.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

은 자회사는 인터뷰에서 생산량과 경제적 문제를 가

장 큰 이유로 제시하였다.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

로그램에서는 농가의 엄격한 환경기준의 충족을 강

조한다.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한 농가에서는 화학비

료, 농약, 관개 등 인위적인 방식으로 생산을 증대하

그림 2.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변화

출처: 설문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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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늘막 방식을 활용하

여 친환경적인 생산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비나

카페 농가별 원두 생산량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

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한 자회사와 도

입하지 않은 자회사의 3년간 평균 원두 생산량 변화

에서 큰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표 6). 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해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자회사의 

우려와는 다르게 기존의 인위적인 생산 조절 방식에

서 친환경 생산 방식5)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도 충분

히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720 Company의 인터뷰에서 기존 방식의 커피 재배

지를 전부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으로 변경

하여 친환경적인 재배를 확대하려는 사례가 잘 나타

난다.

“저희는 2013년 모기업의 요청으로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

다. 전체 생산량에서 9.3% 정도가 UTZ의 인증

을 받아 생산되고 있습니다. 외부 농가에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을 받은 원두를 구매할 경우 품

질 관리가 어려워 원두의 외부 공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는 소속 농가의 전체적

인 고목 교체 작업을 계획 중이며, 이 과정에서 지

속 가능한 커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환경을 변

화시킬 생각입니다.”(720 Company Director, 

2014년 12월 4일)

비나카페가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을 준

수하여 생산하는 원두는 인증 기관의 라벨을 사용하

여 유통하게 된다. FLO는 최소 가격 기준을 두어 원

두 가격이 폭락해도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

식을 취하는 반면, UTZ는 인증 커피에 대한 가격 결

정을 기업 간의 정상거래 과정으로 진행하고 직접

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UTZ 인증 라벨

을 사용하는 원두는 친환경 기준을 통과하여 생산

된 원두임이 보장되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윤을 농가에 환원한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있으므로 

일반 원두보다 프리미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설

문 대상 자회사 중 UTZ 인증을 받은 716 Company, 

720 Company, 721 Company 3개 자회사 중, 720 

Company와 721 Company는 2013년 유통과정에

서 프리미엄 가격을 추가로 획득 할 수 있다고 응답

했다. 720 Company의 경우 2013년 700VND/㎏

의 프리미엄을 보장받았다(2014년 12월 4일 720 

표 6. 비나카페 농가별 원두 생산량

자회사

(소속 농가 수)

평균 커피 재배 면적(㏊) 평균 원두 생산량(t)

경지 면적 인증 면적 2011년 2012년 2013년

52(10) 0.88 - 2.79 3.01 3.12

715A(10) 2.30 - 2.57 2.49 2.24

715B(9) 0.98 - 1.61 1.77 2.03

715C(11) 0.97 - 0.79 0.85 0.77

716(10) 1.12 0.72 2.44 2.47 2.45

720(8) 0.67 0.67 1.84 1.66 1.76

721(9) 0.85 0.58 2.80 2.83 2.96

계(67) 1.13 0.66 2.11 2.15 2.17

주: 총 응답 농가는 71개 농가이며, 시계열 변화가 나타나는 67개 농가 자료만 대상으로 함.

출처: 설문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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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Director 인터뷰). 그리고 721 Company

는 300VND/㎏을 추가적으로 획득 하였다(2014년 

12월 1일 721 Company Director 인터뷰). 지속 가

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비나카페 자

회사에 정착하여 확대될 경우, 자회사와 농가 이윤

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5.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의 한계

본 장에서는 비나카페 자회사와 농가 측면에서 지

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의 한계를 도출하

고자 한다. 비나카페 자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

착된다면, 비나카페와 자회사, 농가의 이윤이 증가

하고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고품질의 원두를 안정적

으로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비나카페 자

회사가 도입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은 경

제적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한계는 비나카페가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영기업의 폐쇄적인 기업구조

를 완벽하게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비나카페 자회사는 2013년 모기업의 정책에 따라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일부 

자회사가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을 

유보 또는 거절했지만, 도입을 결정한 자회사에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기관에서 목표로 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면 도입 사례는 증가할 것이다. 그

러나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한 자

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기업 운영에 부

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비나카페의 의사결정구조

는 주식회사화 조치 이후 점차 모기업에서 자회사

로, 자회사에서 농가로 이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라 목표로 규정된 양의 원두 수출 과정이

나 비나카페 모기업의 지원으로 생산된 원두 유통은 

엄격하게 비나카페 모기업에서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에서 비나카페 자회사

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정상적인 프리미엄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나카페 자회사가 인증을 받고 있는 UTZ의 경우, 

프리미엄 가격을 정상 거래 과정에서 시장 가격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나카페 자회사와 모기

업 간의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의 보장 문

제는 전적으로 기업 내부 문제일 수밖에 없다. 비나

카페 모기업은 자회사가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

그램으로 생산된 원두를 자회사가 납품할 때 프리미

엄 가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비나카페 자회사

는 모기업이 일차 납품을 요구하면, 납품 일시와 납

품 양을 모기업의 요청에 맞추어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기업이 프리미엄 가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는 프리미엄 가격을 포기하고 납품하

거나 인증 생산 원두를 일반 원두로 분류하여 납품하

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거래

의 사례가 720 Company와 721 Company의 인터

뷰에서 나타난다.

“저희는 수확기에 모기업에서 요청하는 일차 

수요 물량을 공급하고,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로 모기업에 물량을 공급합니다. 저희가 UTZ 인

증을 받아 유통하는 원두는 정상 판매를 하는 경

우 평균 700VND/㎏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하지만, 판매과정에서 이와 같은 프리미

엄을 요구할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프

리미엄을 포기하고 일반 커피 가격과 동일한 가

격으로 납품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720 

Company Director, 2014년 12월 4일)

“비나카페 모기업은 일원인 자회사의 외부 거

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서, 저희는 모기업

과의 거래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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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아 생산하는 커피를 판매할 경우 프리

미엄 문제로 모기업에서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통과정에서 약 99%

의 원두를 일반 커피로 분류하여 유통하고, 약 

1%의 커피만 인증 커피로 분류하여 유통하고 있

습니다.”(721 Company Director, 2014년 12월 

11일)

비나카페 자회사는 프리미엄 가격을 포기하고 있

지만,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 과정

에서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UTZ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회사는 인증 및 감사, 모니터

링, 기술 교육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증 과

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발생 비용은 전적으로 자회사

가 부담하며, 모기업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비나카

페 자회사가 지속가능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과정에

서 지출하는 비용은 표 7과 같다.

비나카페 자회사는 농가에 대한 생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비나카페의 생산 지원 활동은 지속 가능

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에 도입으로 인한 커피 생산방

식의 변화를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

기 때문이다. 농가는 모기업의 정책에 따라 지속 가

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 방식을 변화시켜야 했다. 비나카페 

산하 농가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으

로 인프라 개선, 커피 품질 개선, 이윤 향상 등이 나

타날 것을 기대했지만(Lee·Chung·Joh, 2016), 실

질적으로 도입 과정에서 환경기준 준수, 생산 과정

에서 발생하는 추가 투입 비용, 지속 가능한 커피 인

증 프로그램 관련 교육 지원의 부족 등의 한계를 경

험하고 있다. 

비나카페의 자회사는 농가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보조하고,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보완하려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보완 정책

은 기술교육, 장비 지원, 시장 정보 제공, 대출 등이 

있다(표 8).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프로그램은 환경

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신농법 도입을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기관들은 인증 대상 기업에 대

해 해당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한다. 자회사는 제시

된 기준을 다시 소속 농가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환경 기준과 농법에 대한 교육은 자회사

와 농가가 전 해 수확이 끝난 시점부터 다음 해 수확

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시기별 모니터링과 함께 진

행된다. 설문에 응답한 세 개의 UTZ 인증 자회사의 

경우, 716 Company는 연간 4회, 720 Company는 

연간 3회, 721 Company는 연간 2회의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고 응답했다. 기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 UTZ는 자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함께 교육

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 기준에 적합한 새 농

법에 필요한 장비를 농가가 구매하지 못할 경우, 자

회사가 농가에 장비를 임대 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자회사는 농가의 추가적인 이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장 정보를 시기별로 제공하고, 농사 비용에 대한 

표 7.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 추가 비용

인증 및 감사

(백만 VND)

모니터링

(백만 VND)

기술 교육

(백만 VND)

농가대출

(백만 VND)

716 50 0 40 -

720 17 17 10 225

721 50 10 25 2,523

주: 716 Company의 경우 모니터링 부서를 편성 직원 임금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출처: 설문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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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회사의 다양한 농가 지원 

정책은, 농가가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추가적인 유·무형의 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자체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재배를 수행할 수 없으므

로, 자회사에 종속적인 의존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

이다.

지호철·이승철(2015)은 비나카페 소속 농가의 

69%가 커피 경작의 제한 요소로 재정 문제를 가장 

큰 제한점으로 제시했다. Lee·Chung·Joh(2016)

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이 도입된 자회사

의 농가 30명은 인증 프로그램 도입 이후 이윤의 증

가 정도를 5점 만점에 평균 4.1점으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고 응답했다. 두 설문조사를 종합해보면 지

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으로 농가 수익 증대

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비나카

페 자회사가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유통을 하는 상황

에서 농가에 유효할 정도의 추가 이윤이 확보될 수

는 없다. 비나카페 자회사는 2012년보다 2013년에 

높은 가격으로 원두 유통을 진행했고, 이와 같은 가

격 변동을 농가에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의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으로 오인하는 것이

다. 비나카페 자회사와 농가의 계약에 따라 계약된 

의무 납품량 이상의 초과 생산량은 농가가 자체적으

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나카페 자회사의 인

터뷰에서 모든 기업은 자회사와 농가의 신뢰를 바탕

으로 농가가 초과 생산을 할 경우에도 자회사와의 독

점거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나카페 자회사와 농

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폐쇄적인 거래 관행으

로 인하여, 자회사와 농가 간의 정확한 가격 정보 전

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이 도입된 716 Company, 720 

Company, 721 Company의 농가 설문조사에서 현

실적으로 커피 재배만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

한 적절한 프리미엄 가격은 평균 3,186VND/㎏으로 

나타났다. 농가 계약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차이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차별

적인 손실로 작용한다. 비나카페 농가는 노동자 고

용, 계약 농장 A형, 계약 농장 B형 순으로 지속 가능

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과정에서 차별적인 경

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비나카페 의사결정 

구조 변화 과정에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큰 계약 

농장 B형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농가 계약의 변화

로 인하여,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농가의 차별

적 경제 손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러나 비나카페 농가의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

표 8. 비나카페 자회사 별 농가 지원 정책 현황

기술교육

(명)

장비 지원

(명)

시장정보

(명)

대출

(명)

대출금액

(백만 VND/연)

52 9 7 9 3 23.33

715A 6 3 5 7 58.57

715B 4 - 2 6 15.83

715C 4 1 3 4 12.00

716 10 9 9 8 81.25

720 10 4 10 2 17.50

721 9 9 9 7 31.43

평균 7.4 5.5 6.7 5.3 34.27

주: 총 응답 농가는 51개 농가이며, 715C 산하 응답 농가 11개 농가, 나머지는 10개 농가 응답

출처: 설문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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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도입의 경제적 한계는 의사결정권이 농가에 이양

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UTZ의 모니터링 및 생산 과정 추적 관리 

시스템은,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와 농가 계약 변화

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종속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비나카페에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한계는 자회사와 

농가뿐만 아니라, 수확기 고용되는 계약직 노동자에

게도 적용된다. 커피 수확은 약 두 달 이내로 완결되

어 수확 이후에 빠르게 가공 처리가 되어야 품질 손

상 없이 유통할 수 있다. 그리고 커피 원두는 수확 과

정에서 손상이 발생하면 병충해가 쉽게 나타나며,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확한 정상 원두에 빠르게 전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원두 자체의 특

성 때문에 원두의 수확 과정은 기계화가 어렵다. 수

확 과정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농가는 수확기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한다(Lee, S-Y., 2013). 임수진(2011)

은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농가가 겪

고 있는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만, 커피 수확기에 고용되는 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문제는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속 가

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이 도입된 비나카페 농가의 

경우 716 Company 산하 농가는 평균 5.3명의 인력

을 12.3일 동안 고용하고, 720 Company 산하 농가

는 평균 6.6명의 인력을 12.3일 동안 고용하며, 721 

Company 산하 농가는 평균 3.5명의 인력을 21.2일 

고용한다고 응답했다. 커피 판매가격이 시기별·지

역별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만, 수확기 고용되는 

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하루

에 100,000VND~130,000VND,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50,000VND 수준으로 평균적인 임금수

준이 고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확기 계약직 노동

자의 임금은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이 도입

되지 않은 농가도 동일하게 응답하여,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이 수확기 계약직 노동자

의 임금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비나카페가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을 도

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로 인해, 자회사별 인

증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판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

다. 일부 자회사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이 장기적으로 정착되면 환경 개선과 고품질 원두

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그러나 일부 자회사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

로그램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추가적으로 투

입되는 비용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부정적으로 생각

한다. 비나카페 모기업이 기존의 수출과 유통에 대

한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자회사와 농가 간의 계약관계가 개방적인 형태로 변

화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경제적 한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자회사의 경제적 여

건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

로그램의 한계가 지속된다면 인증 프로그램의 축소

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715C Company의 

인터뷰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의 부정적 

인식이 잘 나타나는 사례이다.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서는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산되는 커피의 품질이 투자비용을 상쇄할 만큼 

좋지 않습니다. 다른 자회사의 결과가 좋지 않아 

저희 회사는 인증 프로그램의 도입 계획이 없습

니다.”(715C Head of Organization, 2014년 12

월 19일)

6. 결론

베트남은 ICO의 커피 쿼터제 붕괴 이후 가장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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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성장을 한 국가이다. 커피 수요가 점차 늘고 있지

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산의 확대는 제한적이다. 

브라질을 제외하면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는 커피 생

산 이외의 작물 전환을 시도하거나, 고품질 원두 생

산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베트남

은 기존 커피 생산국의 생산량 공백을 채우는 수준

을 넘어서, 브라질과 함께 세계 커피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커피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커피산업의 성장은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 이후 상품 작물의 수출 정책이 큰 영향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비나카페는 정부가 관리하는 

커피산업 전반의 기업을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수

행했다. 비나카페의 독점적인 권한과 수직적이고 폐

쇄적인 의사결정구조는 단기간에 커피산업의 양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

램의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었다.

본 연구는 베트남 커피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

난 비나카페의 특징과 최근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를 고찰했다. 베트

남 커피산업은 1990년대 커피의 경쟁 체제 전환 이

후 정부 주도로 발달했다. 이 과정에서 비나카페는 

베트남 유일의 국영 커피 기업으로 원두의 생산, 가

공, 내수 유통 및 수출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베트남 

커피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커피 생산국의 대부

분이 저개발국으로 상품작물로 커피산업의 육성을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비나카페라는 단일 국영기

업을 설립하여 산업의 지배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

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성이 나타

난다. 비나카페는 사회주의 체제 하의 국영기업 시

기부터 이어져 온 모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자회사와 농가로 점차 이양하고 있다. 비나

카페의 의사결정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

두 수출, 유통 등의 행위에 관한 결정은 모기업이 배

타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자회사는 농가와 신뢰를 

기반으로 폐쇄적인 거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비

나카페가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

는 과정에서 나타는 변화는 이와 같은 비나카페의 폐

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하

여 한계점이 나타난다. 비나카페의 지속 가능한 커

피 인증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한계는 다음

과 같다.

비나카페 자회사에 속한 농가는 지속 가능한 커피 

생산을 위해 인증 커피의 환경 기준 가이드라인을 준

수하면서 기존 일반 커피 생산 비용에서 환경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비나카페 자회사는 인증 커

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환경 비용을 농가에 

일부 지원한다. 그러나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인

증 커피를 일반 커피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자회사

는 모기업으로부터 인증 커피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

장받지 못했다. 따라서 자회사는 인증 커피 프리미

엄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농가에 환경 비용을 

다른 형태로 전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 역시 인

증 커피 생산에 따른 프리미엄을 보장 받지 못해 인

증 커피 생산에 따른 최종 손실은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

1) ICO 수출입 쿼터제 폐지 이전에 이미 비공식 무역은 경쟁 체

제로 전환되었다. ICO의 회원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제한되

어 있어 수출 쿼터제는 자본주의 국가 간의 수출입에 한정하

여 시행되었다. 커피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커피 생산국

은 생산량을 경쟁적으로 확대했고, 쿼터 이상 생산된 원두는 

ICO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 무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ICO 수

출입 쿼터가 폐지된 이후, 모든 시장이 개방 경쟁 체제로 전

환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 커피 가격의 하락이 나타났다.

2) 베트남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은 로부스타 품종으로 카페

인이 높고 쓴맛이 강해 카페의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

러나 아라비카 품종과 블랜딩하면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해주

는 효과가 있어 아라비카 품종과 혼합하는 상품화가 확산 되

었다. 그리고 로부스타 품종은 인스턴트 커피의 원재료로 사

용되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 수요가 증가 되면서 로부스타 

생산 역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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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부스타 품종은 아라비카 품종보다 환경 요인에 강한 특징

이 나타난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베트남의 기후 환경

이 로부스타 품종의 재배에도 제한적인 상태로 변화하고 있

다. 이에 베트남은 아라비카 품종과 로부스타 품종을 혼합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4) 비나카페는 UTZ와 4C의 2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4C

는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기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자체적인 기준보다 회원 기관의 기준을 차용하여 인증하고 

있다. 4C 인증은 소요 비용이 적고,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

하지 않아 인증 적용이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4C도 UTZ

와 같이 프리미엄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업

체는 인증이 쉬운 4C 인증 원두의 프미미엄 가격을 상대적

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

5) 지속 가능한 커피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친환경 재배 방식으

로 그늘막 생산을 강조한다. 그늘막 생산 방식은 커피나무와 

함께 활엽수를 재배하는 방식이다. 활엽수는 커피나무에 그

늘을 제공하고 온도와 습도를 관리할 수 있고, 낙엽은 비료

로 활용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친환경적인 기준을 준수

하면서 고품질의 원두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학 비료, 농약, 관개 등을 사용한 인위적인 생산 방식에 비

해 수확 시기가 늦어지며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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