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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climate element affecting coffee yield by growth period using 
data of production and cultivation area of coffee and climate data for 2000-2018.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production of   coffee in Vietnam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ing, but Ðăk Lăk in the Central Highlands, the main 
cultivation area for coffee production, has recently stagnated in the trend of increasing yield. The yield of Lâm 
Đồng, located in the relatively highlands of the Central Highlands, is steadily increasing. Coffee yields of Ðăk Lăk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temperature during flowering period, and is also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maximum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uring the late growing period. On the other hand, Lâm Đồng, 
located at a relatively high altitude,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emperature during the late growing period. It is 
analyzed that the lower the altitude, the higher the temperature, the lower the coffee productivity due to the high 
temperature appearance, and the lower the low temperature appearance in the high altitud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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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커피의 70% 이상이 중남미지역과 아시아에

서 생산되고 있다. 베트남은 1위 생산국가인 브라질

을 제외하고 커피 생산량과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세계 커피 시장에서 커피 가격을 견인하는 

핵심 국가이다. 또한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양의 커피를 수입하여 전체 커피 수입량의 21.6%를 

차지하며, 주로 커피믹스와 블렌딩을 위한 커피 생

두를 수입한다. 

1857년 프랑스에 의해 시작된 베트남 커피 산업

은 남북 베트남 전쟁 기간 주춤하였으나, 1986년 개

방정책(DOI MOI)을 기반으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커피 총 재배지역 중 97%를 차지하

는 중부고원지대는 꼰뚬(Kon Tum), 기아라이(Gia 

Lai), 닥락(Ðăk Lăk), 닥농(Ðăk Nông), 람동(Lâm 

Đồng) 등이 위치하며(ICC, 2019), 닥락과 람동 지역

에서 커피 재배가 가장 활발하다. 

베트남의 커피 재배지역은 대부분 병충해에 상대

적으로 강한 로부스타 종 커피가 총 생산의 97%를 

차지한다(ICC, 2019). 로부스타종 커피는 700m이

하 고도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연평균 24~ 

30℃, 연강수량 2,000~3,000mm인 고온다습한 기

후환경에 적합하고, 아라비카종 커피는 연평균기온 

15~24℃, 연평균강수량 1500~2000mm인 열대의 

서늘한 고원지대에서 서식하는 품종으로 저온과 고

온에 모두 취약하며 병충해에 약한 특성을 지닌다

(Heo and Lee, 2019). 베트남 북부 일부 고지대와 

중부 고원의 달랏에서는 해발고도 1,200m 이상 지

역에서 아라비카종 커피가 재배되고 있지만 로부스

타종 커피의 재배지역에 비하여 극히 좁은 지역이

다. 따라서 베트남 커피에 관한 연구는 로부스타 종

의 생산과 재배지역에 관하여 집중되어 있다. 

최근 기후에 민감한 아라비카종 커피의 주요 재

배지뿐만 아니라 로부스터종 커피를 주로 재배하

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커피 생산 

피해가 발생한다.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 발생한 

2007년 11월 열대성 폭풍과 2013년 이상고온 및 가

뭄, 2016년 가뭄 등은 베트남 커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2016년의 가

뭄은 건기의 강수가 이전 해 건기 강수의 40%도 미

치지 못하였고, 3월 중순 저수량은 평년의 15~35%

에 불과하였다(ICC, 2019). 이로 인하여 베트남 커

피 최대 재배지역인 닥락의 36.4%의 커피나무가 고

사하였고, 피해액은 약 8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

하였다(VIETNAM NEWS, 2016.8.13.).

베트남 커피 생산에 관한 연구는 커피 품질을 높

이기 위한 혼농임업의 그늘막 재배, 비료 공급 등

과 같은 커피나무 재배 방법에 관한 연구와 물 부

족 시기 관개에 관한 연구 및 커피나무 수령을 고려

한 커피 생산성 연구 등이 대부분이다(Luong and 

Tauer, 2004; Thang et al., 2009; Amarasinghe et 

al., 2015; Long et al., 2015; Dinh et al., 2017a; 

2017b; Tiemann et al., 2018; Byrareddy et al., 

2020; Byrareddy et al., 2021; Tran et al., 2021). 

커피나무가 기후에 민감한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커

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세한 생육시기

별 기후요소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로부스타종 커피 주요 재배지역인 베트남

을 사례로 커피 생산에 미치는 생육시기별 기후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지역은 베트남 커피의 97%를 재

배하고 있는 중부고원지대이다. 람동의 일부 고지

대에서 아라비카종 커피가 생산되지만 양이 적어서 

로부스터종 커피가 주로 재배되고 있는 중부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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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에 이용한 커피 생산 관련 

자료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에서 제공하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의 베트

남 커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와 베트남 통계

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과 농

업기획연구소(Viện quy hoạch và thiết kế Nông 

nghiệp)에서 제공하는 성별 커피 재배면적 및 생산

량 자료이다. 성별 커피 생산 자료는 2000년부터 제

공되고 있어서 성별 커피 생산 현황 비교와 단위면

적당 생산량과 기후와의 관계 분석에서 2018년까

지 총 1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성별 커피 생산 자

료는 커피 생산이 가장 활발한 닥락과 람동을 제외

한 꼰뚬, 기아라이, 닥농 지역에서 전 기간 자료 수

집에 어려움이 있다. 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공식

적 통계자료가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실 자료

는 2004년, 2008년, 2009년 자료이다. 기후자료는 

베트남 국립수문기상예보센터(Trung tâm dư báo 

khí tương thủy văn trung ương)에서 제공하는 기

온과 강수량 등 일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생육시기

별로 재생산하였다. 기온자료는 주간과 야간의 커

피 생육 민감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평균기온, 일

최고기온, 일최저기온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후자

료는 일자료 형태의 기후값이 80% 이상 확보되며 

연속성 및 기후자료 동질성이 확보된 관측지점과 

분석기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생산성과 관련 있는 기술개

발 등의 기후 외적인 영향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농

업 생산성 원 자료에서 전년 자료를 차분해 탈경

향 생산성 자료를 추출하였다. 기후자료도 같은 방

법으로 1차 차분하여 새롭게 탈경향 기후요소 자

료를 생산하여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Heo and Lee, 2019). 또한 

각 성별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요소 간 상

관관계 분석 시 19년으로 제한된 표본 부족과 자료

의 정규분포가 불확실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여 Kendall 상관분석을 시

행하였다.

커피나무의 생육시기는 발아기, 개화기, 성장기, 

수확기로 구분할 수 있다. 수확 이후 2~3개월 정도

를 지나 개화가 시작되고 이후 수확 전 완전 성숙 단

계까지 로부스타종은 9~10개월의 생육기간이 요구

된다. 남북으로 긴 지형의 특성상 베트남 남쪽과 북

쪽의 생육시기가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중부고원지대의 생육시기인 발아기 및 개화기, 성

장기, 수확기는 각각 1~4월, 5~9월, 10~12월을 적

용하였다(Amarasinghe et al., 2015; Kath et al., 

2021). 

Figure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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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의 커피 생산 현황

1) 베트남 총 커피 생산 현황

베트남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로

부스타종을 생산한다. Figure 2a는 베트남의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여준다. 베트남의 커피 재

배면적과 생산량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커피 재배면적의 뚜렷한 증가경

향은 1986년 개방정책 시행에 의해 고원지역을 중

심으로 삼림을 개간하고 집중적인 커피 재배를 확

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에 1차시기가 출현하

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증가경향의 2차시기가 

출현하였다. 2차 증가시기(1994~2001년)의 재배

면적은 1차 증가시기(1986~1994년) 재배면적에 비

하여 345.1%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차 증가시기

가 베트남 국내 환경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2차시기

의 급격한 증가는 국외 환경변화가 주요인이었다. 

세계 커피 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1994년 발생한 이상기상으로 커피 생산이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De Camargo, 2010). 남아메리카의 

커피 흉작은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커피 재배지역

을 확장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베트남은 2002년에 

세계 제2의 커피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Ha and 

Shively, 2008).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도 커피 재배

면적과 같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의 증가 경향은 커피 재

배면적의 증가 경향에 비하여 2000년대 이후 더 뚜

렷하다.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커피 생산량의 변화를 보

정하기 위하여 Figure 2b와 같이 단위면적당 생산

량을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

준히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이 로부스타종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경향은 최근 재배면적의 증가경향이 다소 작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므

로 재배면적의 변화가 아닌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

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베트남 중부고원지대의 커피 생산 현황

베트남 중부고원지대는 베트남의 변경에 위치한 

주변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커피 생산을 통해 주요 

농업지역으로 변모하였다(Chung et al., 2016). 중

부고원지대의 주요 커피 재배지역은 꼰뚬, 기아라

이, 닥락, 닥농, 람동이다. 닥락은 중부고원지대의 

커피 재배지역 중 36.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양

Figure 2. Change of (a) productions and (b) yields for coffee in Vietnam (1980-2018).



269베트남의 기후와 커피 생산성 

의 커피를 생산(37.8%)하고 있다. 람동은 닥락과 더

불어 중부고원지대의 커피 재배가 활발한 지역으로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중부고원지대에서 각각 

27.1%, 29.0%를 차지한다. 닥락과 람동의 커피 재

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63.6%, 66.8%로, 두 지역

은 중부고원지대의 커피 생산에 매우 중요하다. 

Figure 3은 2000~2018년 동안 중부고원지대의 

주요 성별 커피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나타낸다. 각 

지역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변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닥락과 람

동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재배면적은 최근 람동에

서 증가폭이 다소 높지만 닥락에서 람동보다 더 넓

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의 경우 람

동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인데 반하여 닥락은 상

대적으로 변동이 크고 최근 생산량이 정체되면서 

람동의 커피 생산량이 더 높다. 이는 람동의 재배면

적이 닥락에 비하여 작지만 최근 생산량은 더 증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닥락과 람동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는 Figure 

4와 같다. 닥락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분석기간 전

반기에 변동이 크고 후반기의 변화 경향도 람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닥락의 2000~ 

2009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ton/ha이며 

2010~2018년에는 2.2ton/ha으로 전반기에 비하여 

후반기에 13.6% 증가하였다. 반면에 람동은 2002

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분석기간 후반기에

는 닥락과 비교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항상 높

은 수치를 차지하였다. 이는 람동의 분석기간 전반

기와 후반기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각각 1.7ton/

ha, 2.5ton/ha로 전반기의 단위면적당 커피 생산량

에 비하여 후반기에 커피 생산성이 44.3%로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부고원지대에서 커피 재배의 중심지

로 주목받았던 닥락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경향이 정체하는 것은 베트남 커피 산업에 부

Figure 3. Change of cultivation area (left) and productions (right) for coffee in the Central Highlands (2000-2018).

Figure 4. Yields of coffee in Ðăk Lăk and Lâm Đồng 
(20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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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닥락과 람

동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4. 기후와 커피 생산성 관계

커피 생육 시기는 발아기, 개화기, 성장기, 수확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작물은 생육시기별로 영양

생장과 생식생장이 이루어진다. 커피 생산을 위해

서는 생육시기별로 최적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커피 생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기후요소인 기온(평균, 최고, 최저)

과 강수량 등을 이용하여 커피 생산성과 생육시기

의 월별 기후요소와의 관계를 모두 분석하였으나, 

본 논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상관관계가 높

은 기후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닥락과 람동

의 기후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연속적이며 동질

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 지역에서 커피 재배가 집중

되는 곳의 기상관측지점을 선정하였다. 닥락의 기

후분석지역은 닥락의 성도이며 베트남 커피의 최대 

재배지로 알려진 부온마투옷(Buôn Ma Thuôt)을 

선정하였고, 람동은 바오록(Bảo Lộc)과 달랏(ĐÀ 

LẠT)을 선정하였다. 닥락의 남쪽에 위치한 람동은 

해발고도가 높은 달랏과 상대적으로 낮은 바오록에

서 커피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두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의 기후요소와 커피 생산성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닥락의 커피 생산성과 기후요소 관계 

베트남 중부고원지대에서 재배하고 있는 커피 생

육시기를 살펴보면 발아기 및 개화기가 1월부터 4

월까지이며 5월에서 9월까지가 성장기, 10월에서 

12월이 수확기이다. 커피나무는 건기에 수분 스트

레스를 받은 후 개화를 위한 호르몬 분비가 시작되

고 건기가 끝날 무렵 우기가 시작되는 많은 비가 내

린 후 커피 꽃의 개화가 시작된다.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 사례에서도 개화 전의 건조도가 높을수

록 개화를 위한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여 커피 생산

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Heo and Lee, 2019). 

그러나 베트남 중부고원지대의 닥락은 커피 단위면

적당 생산량에 미치는 개화기 전후 강수량의 영향

이 크지 않은 반면, 기온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Figure 5). 1년에 한번 개화하고 수확까지 

이어지는 베트남과 달리 중앙아메리카의 커피나무

는 지역에 따라 여러 차례 개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아메리카의 커피 생산은 개화 전의 안

정적인 건조한 환경에 민감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개화를 위한 건

조 환경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중부고원의 본격적인 우기는 5월 상순(5월 

5일~5월 11일)에 시작하여 11월 하순(11월 21일

Figure 5. Box plot of correlations between first-
differences of coffee yield (ton/ha) and first-differences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series for growth 
periods in Buôn Ma Thuôt, during 20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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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gnificant level 0.05, **: 
significant level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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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까지이다(Bui-Manh et al., 2021). 또

한 중부고원지대는 일찍이 커피 재배가 발달한 지

역으로 개화시기에 건조할 경우 관개 시스템을 이

용하여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Dinh et al., 

2017a; Byrareddy et al., 2020). 

개화기에는 기온이 상승할 경우 건기에 꽃이 앞

당겨져 개화하게 되면서 개화를 위한 물 부족 현상

이 발생할 수 있다. 개화를 위해서는 건조한 시기 이

후 충분한 물 공급이 요구되지만 이상기온이 발생

하여 건기에 개화를 위한 가능 온도에 이르면 개화

하는 커피나무가 취약성에 노출 될 수 있다. Kath et 

al.(2021)의 연구에서도 중부고원지대를 대상으로 

한 커피 특성에 대한 실험에서 개화기 기온이 상승

할수록 커피 열매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하였다. 따

라서 Figure 5와 같이 닥락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

량은 개화기인 2월 기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현재 중부고원지대에서 가장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지되고 있는 건기의 기온 상

승은 커피나무의 광합성과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병

해충에 취약하게 되며, 더불어 증발산을 높이게 되

어 관개 필요성을 증가시켜 미래 커피 생산에 물부

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Baker, 2016). 

로부스터종 커피의 적정 재배 온도는 24~30℃로 

아라비카종 커피의 재배 온도에 비하여 높지만 이

상고온에 노출될 경우 커피콩의 정상적인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장기의 이상고온

현상이 출현할 경우 곰팡이가 발생한 검은 열매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Kath et al., 2021). 부온

마투옷의 8월 최고기온은 평균 31.6℃로 커피 생장

의 적정 온도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닥락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후기 성장기에 해당하는 8월

의 최고 기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닥락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성장기의 

강수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후기 성장기인 8월

부터 10월까지는 이상강수 현상으로 과도한 강수량

이 나타나면 습도를 증가 시키게 되어 커피나무의 

뿌리 효율성을 떨어뜨려 탄소동화작용을 감소시키

게 되고 수확을 앞둔 커피콩의 낙과현상이 발생한

다. 따라서 중부고원지대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9월의 강수량과 닥락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이다. 이와 같이 닥락은 발

아기와 개화기의 기온이 낮을수록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고 성장기인 8월의 기온이 낮고 9

월의 강수량이 적을수록 커피 생산성이 증가한다.

2) 람동의 커피 생산성과 기후요소 관계 

람동의 커피 재배지역은 해발고도 750~900m

에 위치한 바오록과 1,200~1,600m에 위치한 달랏

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닥락의 부온마투옷(300~ 

600m)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분포하고 

있다. 바오록과 달랏은 해발고도의 차이가 있으므

로 두 지역을 구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생육

시기별 기후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Figure 6a는 바오록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요소와의 관계를 박스플롯으로 표현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닥락과 같이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개화기의 기온이 음의 관계

이다. 건기의 기온상승은 해발고도 1,500m 미만에

서 발생하는 커피천공충(Coffee berry borer)과 같

은 해충의 수명과 서식지 확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

(FUTURECHEOSUN.COM, 2020.9.8.). 또한 해충

으로 약해진 커피나무는 기온 상승에 의한 스트레

스에 더 취약하게 되며 매미의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다(Baker, 2016). Table 1과 같이 부온마투옷과 

바오록은 분석기간 동안 건기인 2월 최고기온과 평

균기온의 온도가 달랏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인

다. 달랏은 두 지역에 비하여 고지대에서 커피 재배

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건기의 기온과는 뚜렷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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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록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성장기의 기

온과 관계가 높다. 초기 성장기의 최저기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이고 후기 성장기의 평

균기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이다. 초

기 성장기인 5월은 개화 후 커피 열매가 생성되는 

시기로 기온이 높을 경우 초록색이 아닌 갈색 열매

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Kath et al., 2021). 바오

록은 1977~2018년에는 6월에 가장 높은 최저기온

이 나타났지만 분석기간(2000~2018년)의 5월 최

저기온이 1977~2018년간의 값(18.4℃)보다 0.6℃ 

더 높은 수치를 보이며 최근 1년 중 기온이 가장 높

은 달로 바뀌었다(Table 2). 이러한 바오록의 뚜렷

한 5월 기온 상승 경향은 커피 열매 생성 초기에 6

월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달랏을 중심으

Table 1. Temperature (°C) of February in the Central Highlands (2000-2018).

Region
Temperature 

Bảo Lộc ĐÀ LẠT Buôn Ma Thuôt

Maximum
Mean

31.0
21.5

26.8
16.8

33.7
22.6

Table 2. Minimum temperature (°C) of May and June in the Central Highlands.

Region

Period

Bảo Lộc ĐÀ LẠT Buôn Ma Thuôt

May June May June May June

1977-2018
2000-2018

18.4
19.0

18.6
18.7

13.7
14.5

14.4
15.0

20.6
20.6

20.4
20.7

Figure 6. Box plot of correlations between first-differences of coffee yield (ton/ha) and first-differences of 
temperature series for growth periods in (a) Bảo Lộc and (b) ĐÀ LẠT, during 200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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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gnificant level 0.05, 
**: significant level 0.0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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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배되고 있던 아라비카종 커피 재배 지역을 베

트남 정부 정책적으로 점차 확장하면서 로부스터종 

커피보다 낮은 기온에서 재배되는 아라비카종 커피

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부온마투옷과 달랏은 1977~2018

년의 5월과 6월 기온과 비교하여 분석기간의 5월과 

6월에도 최저기온 상승 경향의 변화가 없다. 달랏의 

5월 최저기온도 6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높지만, 달랏은 해발고도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

여 현재는 기온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커피 열매 생성 초기인 5월의 기온 변화가 바오록의 

커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 성장기인 8월과 9월은 바오록과 달랏의 커

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이다. 이 시기는 커피 열매의 성숙기에 해

당한다. 부온마투옷과 비교하여 높은 지대에 위치

해 기온이 낮은 바오록과 달랏은 커피 열매가 익어

가는 시기인 후기 성장기에 기온이 낮을 경우 커피 

열매가 깨지고 검은 열매로 성장할 수 있다(Kath et 

al., 2021). 따라서 후기 성장기인 8월과 9월의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0~2018년 동안 주로 로부스터

종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중부고원지대를 대상으로 

커피 생산량과 재배면적, 단위면적당 생산량 자료

와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커피 생산에 영향을 미치

는 생육시기별 기후요소를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커피 생산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커피 생산의 주 재

배지역인 중부고원지대의 닥락은 단위면적당 생산

량의 증가 경향이 최근 정체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한 람동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닥락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개화기의 기온

과 음의 상관관계이며, 후기 성장기의 최고기온 및 

강수량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이다. 반

면에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람동은 후기 성

장기의 기온과 양의 관계를 보인다. 이는 고도가 낮

을수록 기온이 높아 고온 출현에 커피 생산성이 감

소하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저온 출현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감소시킨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닥락과 람동 바오록은 개화기에 기온의 영향

이 뚜렸하였지만 가장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달랏

은 개화기 기온의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는 중

부고원지대의 기후변화 중 가장 심각한 건기의 기

온상승 영향이 해발고도 1,200m 이상에 분포한 달

랏의 커피 재배지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닥락에서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최근 정체 

현상은 건기의 기온상승 경향과 후기 성장기의 강

수량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람동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므로, 닥락의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최근 경향은 기후 외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닥락은 1986년 개방정책으로 시행된 

중부고원지대의 커피 산업이 가장 일찍 시작되고 

정착된 지역으로 현재 20~30년 이상 수령의 커피

나무가 재배되고 있다. 커피나무는 15년이 지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Thang et al., 2009)하므

로 닥락의 커피 생산성은 앞서 분석된 기후 변화 외

에 수령이 많은 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재배환경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닥락의 기

후변화로 인한 커피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령별 커피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람동의 바오록과 

달랏에서 실제 재배되고 있는 아라비카종과 로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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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종 커피의 생산현황을 구분할 수 없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바오록과 달랏에서 실제 재배하고 있는 

품종별 커피의 생산현황을 구분하여 각각 생육시기

별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를 분석하고 각 지역별 

미래 커피 생산성을 전망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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