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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limatic elements on the arabica coffee
yield during the various growth stages of coffee plant for the period of 1996-2017 over Costa Rica. For
the future scenario, change rate of arabica coffee yield is also estimated using the data of production and
cultivated area. The cultivation area and the yield of arabica coffee has been decreasing since the 1990s in
Costa Rica. The decreasing trend in arabica coffee yield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Costa Rica’s coffee
industry in the future. During the dry season, the yield of arabica coffee ha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precipitation at the stage of flowering in the month of February. In case of wet season, coffee yield and
temperatur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hile precipitation showed positive association with coffee yield
at the stage of growing period in the month of August. However, the observation revealed the excessive
precipitation drastically reduced arabica coffee yield in 2013 during August, the month of wet season.
According to the RCP 4.5 and RCP 8.5 climate change scenarios, due to high temperature and fluctuated
precipitation the yield of arabica coffee is unstable and the future of coffee industries is also insecure.
Key Words : arabica coffee, yield, growth period, climate element, Costa Rica
주요어 : 아라비카종 커피, 생산성, 생육시기, 기후요소, 코스타리카

1. 서론

와 아시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소비되
었던 커피는 글로벌 유통에 의해 아메리카와 유럽

커피는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중

을 중심으로 차보다 대중화되었다(Grigg, 2002). 오

요한 무역 상품 중의 하나이다. 18C까지 아프리카

늘날 한국은 세계적인 커피 소비국으로 201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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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지속적으로 커피 수입이 증가하여 EU, 미국, 일

두 취약하며 병충해에 약한 특성을 지닌다. 코스

본,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커피 수입 6위 국가이다

타리카는 1989년 이후 국가에서 법으로 아라비카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8). 관세

종 커피만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 작물에 비

청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커

하여 커피 재배 면적이 최대인 국가로 세계 13위

피 소비량은 512잔으로 10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

의 커피 재배지이다(Yoon, 2017). 최근 한국의 커

함으로써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피 소비 문화는 색다른 원두 선호도가 증가하고 프

커피 산업은 국제 커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커피

리미엄 원두 등을 지양하는 고급 아라비카종 커피

생산지역의 생산량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에 대한 수입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스타리

커피의 원료인 커피 생두가 생산되는 지역은 커

카산 커피는 2011년 대비 2015년 수입량이 59.1%

피벨트라고 하여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 25°이내

증가하며 한국의 커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

의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위치한다. 이

하고 있다(Korea Agro-Fisheries&Food Trade

지역들은 대부분 연평균 강우량이 1,500mm 이상

Corporation, 2016).

인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고산지대로 연평균 기온

그러나 최근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 커피의 주

이 20∼25℃ 지역에서 커피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요 생산지인 베트남과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중앙

(Korea Agro-Fisheries&Food Trade Corpora-

아메리카 지역의 이상 기상 현상은 커피 생산에 부

tion, 2016).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라비카종 커피를 주

세계 커피 시장에서 아메리카와 아시아는 세계

로 재배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은 2011년부터 2013

커피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브라

년까지 대규모로 발생한 커피 녹병에 의하여 중남

질이 2.8Tg을 생산하고 베트남이 1.2Tg을 생산하

미 지역의 커피 생산량 20% 이상이 감소하여 6억

며 전 세계 커피의 50%를 생산하고 있다(Infante-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커피산

Amate and Picado, 2018). 브라질과 베트남은 대

업에 종사하는 약 40만 명이 실직하였다(Financial

부분 저지대의 구릉지에서 병충해에 상대적으로 강

times, 2013. 7.14). 특히 코스타리카는 전체 커피

한 로부스타종의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 로부스타

재배면적의 64%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종 커피는 700m이하 고도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

(KBS NEWS, 2013.7.23). 로부스타종의 대표적 재

으로 연평균 24∼30℃, 연강수량 2000∼3000mm

배지역인 베트남도 2016년 베트남의 커피 최대 재

인 고온다습한 기후환경에 적합하고 병충해에 강하

배지인 닥락의 커피 재배면적의 36.4%가 수분 부

다. 베트남은 한국의 커피 최대 수입 국가로 전체 커

족으로 커피나무가 고사하였고, 피해액이 약 800

피 수입량의 21.6%를 차지하며 커피믹스와 블랭딩

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였다(VIETNAM NEWS,

을 목적으로 한 커피 생두가 수입된다.

2016.8.13). 아라비카종 커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이 로부스타종 커피를 주

기후환경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로부스타종의

로 생산한데 반하여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코스

커피 생산성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피해 증가가

타리카는 대표적인 아라비카종 커피 재배지역이

예측되고 있다.

다. 아라비카종 커피는 연평균기온 15∼24℃, 연

코스타리카와 베트남 커피 생산에 관한 연구는

평균강수량 1,500∼2,000mm인 열대의 서늘한 고

미래 연평균기온의 변화가 커피 벨트라고 할 수 있

원지대에서 서식하는 품종으로 저온과 고온에 모

는 전 세계 커피 재배 가능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커피 품종별 생산과 기후에 관한 연구

147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병충해 증가 등에 관한 연구

구에서는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 만을 선택하여

(Haggar and Schepp, 2012; Paterson et al ., 2014;

비교 분석하였다. 아라비카종 커피 사례지역으로

Bunn et al ., 2015; Ovalle-Rivera et al ., 2015)를

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코스타리카를 선정하고

제외하면 커피 경제의 노동력과 지속가능한 생산

로부스타종 커피 사례지역으로는 베트남을 선정하

을 위한 공정거래 및 유기농 커피 재배에 대한 연

였다.

구(Lyngbæk et al , 2001; Lim, 2005; Adams and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에 이용한 커피 생산 관련

Ghaly, 2007; Lim, 2011)와 커피 품질을 높이기 위

자료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하여 그늘막 재배 및 관개와 같은 커피나무 재배

에서 제공하는 1980년부터 2017년까지의 코스타리

방법에 관한 연구(van Kanten and Vaast, 2006;

카와 베트남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이다. 코

Amarasinghe et al ., 2015)가 대부분이다. 특히 코

스타리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에 이어 가장

스타리카의 커피에 관한 주요 연구는 기후와 같은

먼저 커피가 도입된 지역이다. 식민 시기에서 독립

환경 요인에 의한 커피 생산의 변화보다는 병충해

한 이후 1825년부터 수도인 산호세를 중심으로 커

에 의한 피해 현황, 외국인 노동자문제, 커피 재배

피 생산이 시작된 국가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지형과 커피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것(Avelino et

국가 경제활동에 커피 생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

al , 2005; Adams and Ghaly, 2007; Häger, 2012;

고 있으며 주로 해발고도가 높은 1,000∼1,800m에

Infante-Amate and Picado, 2018)이므로 본 연구

위치한 재배지역이 대부분으로 소규모 농원 중심으

에서는 아라비카종 커피 재배지역인 코스타리카를

로 커피 생산이 이루어진다(http://www.icafe.cr).

사례로 로부스타종 커피 재배지역인 베트남과의 커

코스타리카는 전 지역에서 아라비카종 커피를 생산

피 생산 현황을 비교한 후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미

하므로 커피 생산과 기후와의 관계 분석을 위한 커

치는 기후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피 생산 자료는 국가 단위의 커피 생산 자료를 이용
하였다.
반면 베트남의 커피 생산은 베트남 전쟁 이후 본

2. 연구 자료 및 방법

격적으로 커피 재배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남북
으로 길게 위치한 베트남은 북부 고원, 중부고원, 남

1733년 식물학자 칼 폰 린네가 분류한 수십 종의

부고원을 중심으로 산지 지역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커피 중 대표적인 3대 원종은 Coffea Arabica(아라

있다. 중부고원 지역인 닥락을 중심으로 로부스타

비카종), Coffea Canephora(로부스타종), Coffea

종 커피 생산의 비중이 뚜렷하고 북부고원 일부와

Liberica(리베리카종)이다. 아라비카종 커피는 카페

중부고원 일부 지역에서 소량의 아라비카종 커피가

인 함량이 로부스타종 커피의 1/2 정도이고 향과 맛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을 사례로 로부스타

이 뛰어나며 적절한 신맛으로 선호도가 높아 전 세

종 커피와 기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

계 커피 생산률의 60∼70%를 차지하고 로부스타

부스타종만을 재배하고 있는 상세 대표 지역을 선

종이 30∼40%를 차지한다. 리베리카종 커피는 나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상세 지역별 커피

무 높이가 15m에 달하고 가뭄에 매우 취약하여 재

생산량 자료는 현재 외부에 노출이 제한되어 있으

배가 어려워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에 비하여 상

므로 기후와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의 관계 분

대적으로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석은 아라비카종을 재배하고 있는 코스타리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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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하였다.

이며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수

기후자료는 NOAA National Climatic Data

확 시기는 11∼2월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코스타리

Center의 NNDC Climate data online(https://

카의 생육시기는 수확기를 포함하여 개화 전까지인

www7.ncdc.noaa.gov/CDO/cdoselect.cmd?da

11∼2월을 수확 및 휴면기, 4∼6월까지를 개화기, 5

tasetabbv=GSOD)에서 제공하는 기온자료와 강수

∼10월까지는 성장 및 성숙기로 지정하여 각 시기

자료, 바람자료 등의 일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생육

별 커피 생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와 커

시기별로 재생산하였다. 기온자료는 주간과 야간

피 단위면적당 생산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의 커피 생육 민감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평균기

커피의 미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전망하기 위하

온, 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

여 사용한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

후자료는 일자료 형태의 기후값이 80% 이상 확보

출 시나리오인 RCP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영국 기

되며 연속성 및 기후자료 동질성이 확보된 관측지

상청 해들리 센터(United Kingdom Met Office

점과 분석기간을 선정하였다. 코스타리카의 대부분

Hadley Center)가 개발한 135km 공간 해상도의

기상관측 지점은 연속적인 기후자료를 제공하지 않

HadGEM2-AO 전 지구기후모델의 자료를 생산한

고 있다. 따라서 코스타리카 내 기상관측지점 중 연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온실가스 시나리오는

속적인 기후자료가 제공되는 후안 산타마리아 기상

RCP4.5와 RCP8.5이다.

관측지점의 1996∼2017년간의 기후관측자료 만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생산성과 관련 있는 기후 외

3. 연구 결과

적인 영향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농업 생산성 원 자
료에서 전년 자료를 차분하여 탈경향 생산성 자료
를 추출하고 다양한 기후요소도 같은 방법으로 1차

1) 코스타리카의 커피 생산 현황

차분하여 새롭게 탈경향 기후요소 자료를 생산하여

커피 소비량은 매년 5%씩 증가하여 현재는 전 세

커피 생산성과 기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커피

계적으로 매일 약 22억 5,000만 잔의 커피가 소비

생산성과 기후요소와의 상관성을 파악할 때 자료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커피 생산량도 1960년대

개수 부족과 자료의 정규분포가 불확실한 문제점을

이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완하기 위하여 Bootstrap 방법을 이용(Heo and

Figure 1은 코스타리카의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

Lee, 2016; Kang and Lee, 2019)하여 Kendall 상관

량을 표현한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전 지역에

분석을 시행한 후 품종별 커피 생산성과 기후요소

서 아라비카종만을 생산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의 관계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Box plot으로 표현하

커피 재배면적은 1990년대 초반까지 상승하다가

였다.

1990년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고 2004년부터 감

커피나무의 생육시기는 휴면기, 개화기, 성장기,

소하는 경향이다. 코스타리카의 커피 재배는 1830

수확기로 구분할 수 있다. 수확 이후 2∼3개월 정도

년대부터 시작되어 99% 이상이었던 열대림이 커피

의 휴면기를 지나 개화가 시작되고 이후 수확 전 완

재배 등을 위한 화전과 개발을 거치며 현재 18% 미

전 성숙 단계까지 아라비카종은 6∼8개월의 생육기

만에 불과하다. 코스타리카의 커피재배 지역 확산

간이 요구된다. 코스타리카의 개화시기는 4∼6월

은 3차례 발생하였다(Lim, 2005). 산호세 서쪽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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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 of production and cultivation area for coffee in Costa rica (1980-2017).

심으로 19세기 후반 1차로 이루어졌고 19세기 말

생산량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기까지 1.3∼

대서양 쪽의 산호세 동쪽으로 2차 커피재배 지역 확

1.6t/ha 내의 변동을 보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

산이 이루어졌으며 20세기 후반 산호세 남쪽으로

재까지 감소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1989년 이후

대규모 커피재배 지역의 확산되었다. 코스타리카

아라비아종 커피만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1980년

내에서 커피 재배 지역의 확산이 가장 늦게 이루어

대와 1990년대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각각 1.4t/

진 지역은 뻬레스 셀레동으로 1980년대 이후 본격

ha, 1.4t/ha이었으나 2000년대에 1.2t/ha, 2010년

적으로 커피 재배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까지 커

대에는 1.0t/ha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피 재배지역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International

(Table 1). 반면에 로부스타종 커피를 주로 재배하

Coffee Organization에 의해 시행되었던 커피 보

는 베트남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80년대

장가격 제도가 1989년 중지되고 2000년대 들어서

0.4t/ha이었던 것이 1990년대 1.0t/ha으로 증가하

면서 베트남을 비롯한 로부스타 종의 가격이 급격

였고 2000년대와 2010년대 각각 1.8t/ha, 2.4t/ha

하게 하락하며 아라비카종의 커피 가격에도 영향을

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다.

미치면서 2009년 이후 커피나무 대신 사탕수수와

코스타리카와 베트남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서

같은 대체 작물로 전환하고 있다. 커피 생산량도 재

로 다른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0년 평균의

배면적의 변화 경향과 유사하다.

각 시대별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비교하였다(Table

Figure 2는 아라비카종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코

1). 코스타리카의 재배면적은 분석 기간인 1980년

스타리카와 로부스타종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베

대(95,400.0ha)부터 1990년대(106,696.6ha)까지

트남의 1980∼2017년까지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200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

산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재배면적의 증가에

으로 감소하여 2010년대에는 1990년대에 비하여

따른 생산량의 변화를 보정하기 위하여 단위면적

15.3% 이상 감소하였다. 아라비카종 커피 생산량도

당 생산량을 분석하였다. 코스타리카의 단위면적당

1980년대(133,228.1t)부터 1990년대(152,878.0t)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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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Yields of coffee in Costa rica and Vietnam (1980-2017).

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급격하게 감소하

년대(67,590.0ha)의 커피 재배면적이 1990년대

는 경향이다. 코스타리카의 커피 생산량이 최대였

에 298,800.0ha로 77.4%의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던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 22.0% 감소하

(Table 1). 이는 1986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개혁

고 2010년대에는 39.4% 감소함으로써 코스타리카

및 개방 정책과 1994년 브라질의 이상 기상으로 인

의 커피 재배면적의 감소 비율보다 커피 생산량의

한 커피 흉작1)(De Camargo, 2010)이 베트남 커피

감소 경향이 더 뚜렷하다.

재배면적의 급격한 확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

베트남의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980년

단된다. 이후에도 커피 재배면적은 1990년대보다

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Table

2000년대(492,360.0ha)에 39.3% 증가하고 2010년

1). 베트남은 전쟁 이후 1975년부터 서부산지 지

대(591,760.0ha)에는 16.8%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역과 동남부 지역에서 커피 개발 프로그램이 도

커피 생산량도 커피 재배면적과 같이 1980년대에

입되어 상업적인 커피 생산이 시작되었다. 1980

비하여 1990년대에 90.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

Table 1. State of production of Coffee in Costa Rica and Vietnam (1980~2017).
Times

Region
Production (t)
Costa Rica

Cultivation area (ha)
Yield (t/ha)

Vietnam

1980S

1990S

2000S

2010S

133,228.1

152,878.0

119,216.9

92,711.9

95,400.0

106,696.6

103,067.1

90,343.1

1.4

1.4

1.2

1.0

Production (t)

30,400.0

313,170.0

899,210.0

1,387,900.0

Cultivation area (ha)

67,590.0

298,800.0

492,360.0

591,760.0

0.4

1.0

1.8

2.4

Yield (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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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0년대에는 1990년대에 비하여 39.3% 증가
하였고 2010년대에는 그 전 기간에 비하여 35.2%
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의 증
가 경향은 커피 재배면적의 증가 경향에 비하여 더
뚜렷하다. 특히 커피 재배면적이 2000년대에 비하
여 2010년대 16.8% 증가하여 증가폭이 다소 감소
한 것에 비하여 커피 생산량은 35.2% 증가하여 꾸
준히 높은 생산량 증가를 보인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커피 생산이 재배면적의 증
가와 더불어 생산량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모두 증
가하는 경향인 것과는 달리 아라비카종 커피만을
생산하는 코스타리카는 재배면적 및 생산량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아라
비카종 커피 재배지역인 코스타리카의 지속적인 단
위면적당 생산량의 감소가 향후 재배면적만 변화가

Figure 3. Box plot of correlations between firstdifferences of coffee yield (t/ha) and first-differences
of precipitation series for the flowering, during 19962017. The horizontal bars and upper and lower edges
of the boxes indicate 1, 25, 75, 99 percentiles of the
data set, respectively. The line in the box indicates
the median value of the data, and the filled circle
represents the mean of the data. The correlations
significant at 0.05 level were marked by *.

아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커피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코스타리카를 사례로

고 건기가 끝날 무렵 우기가 시작되는 많은 비가 내

커피 생산과 기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린 후 커피 꽃의 개화가 시작된다.
코스타리카의 건기와 우기는 각각 12∼4월, 5∼

2) 코스타리카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

11월이다. 수분 스트레스를 받은 후 첫 비가 내린

요소

후 개화가 시작하므로 꽃이 개화하기 시작하는 3∼

커피 생육 시기는 수확 이후 2∼3개월 휴면기를

4월을 기준으로 건기인 2월의 건조도가 높을수록

거친 후 개화기, 성장 및 성숙기(수정 및 핀헤드 생

개화를 위한 호르몬 분비가 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성기, 배유팽창기, 배유경화기, 성숙기) 등으로 구분

Figure 3과 같이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월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피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강수량과 강수일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수 있는 기후요소인 기온(평균, 최고, 최저) 및 강수

관계를 보인다. 반면 개화가 시작되는 3월 하순 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생육

터는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많을수록 커피 단위면적

시기 및 월별 기후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당 생산량이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1989년 이후 코스타리카에서는 아라비카종 커피

분석 기간 동안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았

만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코스타리카의 커피 생산

던 그룹(11개년)과 낮았던 그룹(11개년)으로 구

성과 기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기간인

분하여 월별 평균 강수량을 비교하였다(Table 2).

1996년부터 2017년까지는 아라비카종 커피의 생산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평균 1.3t/ha로 높았

성과 기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커

던 해의 평균 2월 강수량은 5.6mm로 커피 생산성

피나무는 건기인 휴면기를 거쳐 수분 스트레스를

이 평균 1.0t/ha으로 낮았던 해의 평균 2월 강수량

받고, 이로 인해 개화를 위한 호르몬 분비가 시작되

7.4mm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Table 2). 반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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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수량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았던 해의 평
균값이 5.8mm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었던 해
보다 26.3% 높았다. 평균 2월 강수일수도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많았던 해가 적었던 해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평균 3월 강수일수는 단위면적당 생산량
이 많았던 해의 값이 적었던 해보다 다소 낮은 수치
를 보였다. 코스타리카의 본격적인 커피꽃 개화기
는 4월말에서 6월까지이다. 개화시기에 강수가 부
족하면 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기가
지속될 경우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코스타리카의 4∼6월까지의 강수량과 강수일
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자료 미 제
시).
아라비카종 커피는 로부스타종에 비하여 고온에

Figure 4. Box plot of correlations between firstdifferences of coffee yield (t/ha) and first-differences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series for the growing,
during 1996-2017. The horizontal bars and upper
and lower edges of the boxes indicate 1, 25, 75, 99
percentiles of the data set, respectively. The line in
the box indicates the median value of the data, and
the filled circle represents the mean of the data. The
correlations significant at 0.05 level were marked by *.

민감한 품종으로 생육 적정 온도가 15∼24℃이므로
높은 기온에 노출될 경우 생산량과 품질에 부정적

성숙기인 8월에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많을수록 생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확기 전 성숙기에 해당하

산성도 높아지므로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8월

는 8월에서 10월까지는 개화시기 이후 건조기 전까

강수량 및 강수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

지 고온이 출현하는 기간으로 열매가 완전성숙기에

계이다.

들어가 고온에 더 민감함 시기로 기온이 높을수록

1996년부터 2017년간 코스타리카의 커피 단위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로 인하

적당 생산량이 가장 높았던 해와 낮았던 해를 두 개

여 Figure 4와 같이 완전 성숙기인 8월에 평균기온

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커피 수확 전인 커피 열매 성

과 최저기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장기 중 8월의 기온 특성을 Table 3과 같이 비교하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최고기온과

였다.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았던 해의 8월

도 음의 상관성을 갖는다. 또한 커피나무는 개화 이

평균기온과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은 각각 22.5℃,

후 충분한 강수량을 요구하는 작물로 건기 전 완전

28.4℃, 18.6℃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낮았던 해에

Table 2. Average precipitation characteristic of
February and March for flowering by coffee yields in
Costa Rica (1996-2017).

Table 3.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characteristic of August for growing by coffee yields
in Costa Rica (1996-2017).

Average
yield
(t/ha)

Average precipitation
(mm)

Average rainfall
number (days)

February

March

February

March

Average yield
(t/ha)

Average temperature of August
Mean
(°C)

Maximum
(°C)

Minimum
(°C)

High

1.3

5.6

5.8

1.0

1.2

High

1.3

22.5

28.4

18.6

Low

1.0

7.4

4.3

1.6

1.4

Low

1.0

22.5

28.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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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에서 다소 낮은 수치를

기 및 수확 말기에 가장 빠르게 전파되어 당해 생산

보인다.

보다는 다음해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앙아메리
카의 경우 열매가 맺힌 가지를 고사시켜 당해 수확

3) 코스타리카의 커피 녹병과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

기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하였다.
Table 4는 분석기간 동안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커피 생육시기의 기후요소와 더불어 커피 생산

가장 낮았던 2013년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았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병

던 11개년의 최고기온과 최고기온 30℃ 이상일수,

충해는 커피 녹병(Coffee leaf rust)이다. 중앙아메

강수량 및 강수일수를 비교하였다. 커피 녹병은 고

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커피 농장의 70%가

온현상과 과도하게 많은 강수 및 불안정한 강수 현

피해를 입고 있는 커피 녹병은 커피나무의 잎을 말

상 등에 의해 발병 및 확산이 발달한다. 특히 건기이

라 죽게 하는 곰팡이로 인한 병을 말한다. 주황색 곰

며 월별 기온이 높은 시기인 1∼4월은 커피 녹병이

팡이 “헤밀리아(hemileia)”는 최초 잎의 뒤쪽에 발

발병할 경우 주변으로의 확산이 더욱 발달할 수 있

병하여 성장함에 따라 잎 윗면에도 반점이 출현하

고, 우기의 많은 강수량은 커피 녹병에 의해 괴사된

고 이후 식물의 잎을 탈색시키며 떨어지게 하여 충

잎을 떨어뜨리면서 커피나무의 고사를 촉진시킨다.

분한 광합성을 방해함으로써 커피 생산량을 30%

커피 녹병에 의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낮은

정도 감소시키는 피해를 야기한다. 단기간의 피해

수치를 보였던 2013년의 연평균 최고기온은 29.1℃

뿐만 아니라 커피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발

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았던 11개년의 연평균

생하여 2∼3년 넘게 커피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최고기온에 비하여 0.6℃ 높고, 일최고기온 30℃ 이

1800년대 후반 영국의 식민지였던 스리랑카가 주

상일수는 26.2% 많이 발생하였다. 건기인 1∼4월의

요 커피 생산국이었다가 커피 녹병에 의해 커피 농

일최고기온 30℃ 이상일수는 60.3%의 높은 수치를

장이 전멸된 후 커피나무를 재배하던 지역을 차 생

나타냈다.

산 지역으로 바꾸게 된 역사적 사건은 커피 녹병의

강수량과 강수일수 또한 2013년이 단위면적당 생

대표적인 피해 사례이다. 2011년부터 중앙아메리

산량이 높았던 해에 비하여 각각 59.5%, 38.4% 높

카를 중심으로 커피 녹병 발생이 보고되기 시작하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장기를 포함한 우

고 2011년 대비 2012년에 16% 커피 생산량이 감소

기인 5∼10월의 2013년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각각

하였고 2012년에 비하여 2013년에 10% 감소하였

1,564.4mm, 115.0일로 분석기간 동안 단위면적당

다(Avelino et al ., 2015).

생산량이 높았던 해에 비하여 각각 71.7%, 40.4%

Avelino et al .(2015)에 의하면 커피 녹병은 수확

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생육

Table 4. Climate characteristic of years by the high coffee yields and 2013 in Costa Rica (1996-2017).
Average yield
(t/ha)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nual precipitation

Maximum (°C)

30°C over (days)

30°C over JFMA (days)

mm

days

High

1.3

28.5

64.2

36.2

1084.9

103.3

2013

0.8

29.1

81.0

58.0

1730.8

143.0

* JFMA: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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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기후요소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장기인 8

강수량은 2041∼2070년과 2071∼2100년에 각각

월의 경우 강수현상과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5.0mm, 5.2mm 증가하고 우기인 8월의 강수량은

양의 관계였으나 2013년과 같이 우기의 강수현상

각각 10.7mm, 18.7mm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

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커피 녹병의 위험으로 커

다. RCP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의 8월 평균기온

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할

및 2월과 8월의 강수량은 21C 중반기의 강수량 증

수 있었다.

가보다 후반기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스타리카의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4) 코스타리카의 미래 기후변화와 단위면적당 생

RCP4.5 시나리오에 비하여 미래 기온은 다소 상승

산량 전망

하고 강수량은 21C 중반기에는 증가하였다가 후

커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반기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전망되었다. 2041∼

는 기후요소는 생육시기별로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2070년까지의 우기인 8월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그 중 개화와 관련하여 개화 전의 2∼3월의 강수현

3.8℃ 상승하고 2071∼2100년까지는 5.1℃ 상승한

상과 성장기의 기온이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다. RCP4.5 시나리오에서의 강수량은 건기인 2월과

뚜렷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중심으로 미래 서로

우기인 8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었던 반면 RCP8.5

다른 기후환경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의 2월 강수량과 8월 강수량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은 2041∼2070년에는 각각 2.0mm, 30.0mm 증가

현재와 같이 유지하였을 경우(RCP8.5)와 적극적인

하였지만 2071∼2100년에는 2월은 1.0mm로 증가

저감 정책을 수행하였을 경우(RCP4.5)의 모델을 이

폭이 감소하였고 8월은 평년값보다 19.4mm가 감

용하였다. 코스타리카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소하였다.

뚜렷한 관계를 보이는 코스타리카의 개화를 위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추정된 코스타리카

기후조건은 건기인 2월의 기후값을 이용하였고, 성

미래 기후를 이용하여 코스타리카의 미래 커피 단

장기 및 성숙기를 위한 기후조건은 우기인 8월의 기

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을 전망하였다(Figure 5).

후값을 이용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4.5인 경우 2041∼2070년

RCP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코스타리카

의 코스타리카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6∼

는 2041∼2070년에 우기인 8월의 평균기온이 평년

2017년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보다 평균 11.5%

값(1996∼2017년)보다 3.6℃ 상승하고 2071∼210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기인 2월과 8월의 강

년은 4.1℃ 상승한다(Table 5). 또한 건기인 2월의

수량 증가에 의해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각각

Table 5. Difference of climate values for RCP4.5 and RCP8.5 and current (1996-2017) climate values in Costa
Rica.
RCP4.5

RCP8.5

Period

ΔPrep_2
(mm)

ΔTmean_8
(°C)

ΔPrep_8
(mm)

ΔPrep_2
(mm)

ΔTmean_8
(°C)

ΔPrep_8
(mm)

2041-2070

5.0

3.6

10.7

2.0

3.8

30.0

2071-2100

5.2

4.1

18.7

1.0

5.1

-19.4

커피 품종별 생산과 기후에 관한 연구

155

b

a

Figure 5. Estimated yield change (%) by climate change for (a) RCP4.5 and (b) RCP8.5 during 2041-2070
and 2071-2100 in Costa Rica.

4. 요약 및 결론

3.2%, 0.6% 감소한 반면 우기인 8월의 평균기온의
상승에 의하여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0.7%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71∼2100년의 커피 단

본 연구에서는 1996∼2017년 동안 아라비카종

위면적당 생산량도 2041∼2070년의 커피 단위면적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커피 생산량과

당 생산량과 유사한 추세로 생산량 변화율이 전망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생산량 자료와 기후자료를

되었다.

이용하여 커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시기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는 RCP8.5인
경우에는 2041∼2070년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

기후요소를 추출하고 미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이 1996∼2017년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보다

분석기간 중 아라비카종 커피를 재배하는 코스타

평균 11.2% 감소하여 RCP4.5 시나리오의 21C 중

리카와 로부스타종 커피를 주로 재배하는 베트남은

반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보다 감소하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차이가

경향의 값이 작아졌다. 그러나 2071∼2100년의 커

뚜렷하다. 코스타리카는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피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은 평균 16.0% 감소

면적당 생산량이 1990년대 이후 감소경향인데 반

하여 변화 경향이 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하여 베트남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모두 증가하는

RCP8.5에서 생산된 코스타리카의 미래 기후 환경

경향이다.

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기후 변화가 미래의 커피 단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감소로 향후 커피 산업에

위면적당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코스타리카를 사

전망되었다. 또한 미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례로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생육시기별 기후요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는 강수현상보다는 기온 상

소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화와 관련하여 2월의

승에 의한 고온 현상의 영향이 더 뚜렷하다는 것을

강수량과 강수일수와 음의 상관관계이고 3월의 강

확인할 수 있었다.

수량과 강수일수와는 양의 상관관계이다. 성장기
인 8월의 기온과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고

156

허인혜·이승호

사사

강수량과 강수일수와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
나 곰팡이균인 커피녹병에 의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이 가장 적었던 2013년의 경우 생산성이 높았던 해
에 비하여 건기의 고온현상과 우기의 과도하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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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수현상의 출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된다.
아라비카종 커피는 로부스타종에 비하여 높은 기

주

온에 취약하므로 성장기의 기온이 높을수록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감소하고, 커피 작물은 성장
시기에 풍부한 강수가 요구되므로 강수현상이 많을
수록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어 건
기보다는 우기의 기후현상과의 관계가 뚜렷한 것으

1) 커피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1994년 해염
안개로 인하여 전국 대부분의 커피 농장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1997년까지 브라질 커피 생산량이 1/2로
감소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커피의 공급량의 불안정한 시
기가 출현하였다.

로 판단된다. HadGEM2-AO 전구기후모델에서 생
산한 RCP8.5 시나리오와 같이 미래 온실가스 배출
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의 코스타리카의 미래
기후는 21C 중반, 후반 모두 우기의 뚜렷한 기온 상
승과 강수현상의 심한 변동이 특징적이다. 이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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