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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산업 현황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석유 다음으로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는 커피는 세계 식음료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커피는 최근 농부들의 커피 재배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하게 개발된 품종과 특수한 농법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커피 애호가들 역시 커피의 최신 정보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공급자인 
커피 사업가들은 커피산지와 산지별 특별한 커피 맛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열심히며, 커피 가공 및 로스팅 등에 대한 전 
생산과정에 대한 지식까지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커피 재배에 종사하는 커피 농부는 약 2,500만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커피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억 2,5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커피 생산량 중 95%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이 되면 그중 70%는 작은 규모의 농장에서 생산되고, 커피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50%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커피 생산국 중에서 상당수의 나라들은 열악한 재배 환경 속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커피 재배지는 전체 농장물 경작지의 0.2%에 불과한 1,100만 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커피 재배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생산량

아라비카

로부스타

아프리카

아시아 & 오세아니아

멕시코 & 중미

남미

소비량

수출국

수입국

아프리카

아시아 & 오세아니아

멕시코 & 중미

유럽

균형

152,228

90,281

61,947

16,244

46,449

16,717

72,818

149,022

46,109

102,913

10,597

30,701

5,156

50,179

3,206

148,738

88,152

62,586

16,013

45,659

17,117

69,950

151,758

47,245

104,513

10,754

32,550

5,235

50.912

-3,020

151.565

88,252

63,314

16,338

49,012

17,251

68,964

155,469

48,244

107,225

10,794

33,611

5,306

51,590

-3,904

153.869

97,269

56,600

16,426

44,830

17,735

74,878

155,061

48,298

106,763

10,735

33,611

5,237

51,544

-1,192

1.5%

10.2%

-10.6%

0.5%

-8.5%

2.8%

8.6%

-0.3%

0.1%

-0.4%

-0.5%

-0.2%

-1.3%

-0.1%

-69.5%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전년 대비

북미

남미

27,706

24,682

27,359

24,949

28,931

25,237

28,535

25,341

-1.4%

0,4%

표2_ 세계 커피 공급과 수요간 균형 단위 천 백(60kg 단위)

출처 : TERAROSA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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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든 커피산업 관계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SCAA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산하 커피 연구기관인 WCR(World Coffee Research)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커피 경작지는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전체 재배지의 50%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WCR 보고에 따르면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재배지가 크게 감소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커피 재배면적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전반적인 농경지 감소와 
확대 문제는 커피 이외 작물과의 경작을 놓고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어 커피가 우위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프리카의 커피 생산에 대한 잠재력은 크지만 각종 제도 정책 및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농부들은 대체적으로 낮은
학력에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이들의 사업을 기업화해야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며,
20~30% 정도의 커피 재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커피 생산국의 입장은 다르다. 커피 생산국 
농부들이 받는 대가가 상대적으로 소비국의 커피 유통가격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이다. 만약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소비국들이 
지불한다면 현재 여건에서도 커피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커피 생산국들은 커피 생산이 저임금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생산성을 더 높일 여력도, 더 높이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소비지를 막론하고 커피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커피를 공급하고 있는 산지 농부들의 안위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마지막 커피 가공은 무사히 끝내고 있는지, 수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 산지에서 일어나고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다.

중남미 커피 산지들은 대부분 1~3월까지 수확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생두 거래가 시작된다. 바이어들에게 샘플을 보내고
가격 협상을 하고 선적 준비까지 분주한 한 달을 보내고 나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적과 운송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로서는 
전세계 물류가 어떻게 이동할 것 인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 것이다. 그 이전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최근 5년간 국가간 물류 
이동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면서 실제로 선적 지연과 취소가 빈번했던 터라 최종 목적지에 커피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는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커머셜 커피 가격은 1999년 이래로 다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규모 소비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식음료 업계를 대상으로 영업 중단을 강제 혹은 반강제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바이어들의 커피 
구매량이 예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세계 커피 시장가격이 이대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주요 소비시장의 수요마저 줄어든다면 
커피 생산국들은 재정적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산지에서 커피 수출이 그들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구촌이라는 말은 이제 교과서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도, 소비하는 나라도 마치 
한 몸처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출처 : 세계의 커피산업 생산 및 소비 동향 (홍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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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산업 전망

‘스페셜티’ 부상

‘스페셜티’와 ‘대체커피’의 부상

커피 소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에스프레소 커피 문화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이탈리아 커피문화가 세계 커피문화의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커피 품질에 대한 커피 사업자들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니즈로 말미암아 세계는 최근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나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가면 가장 최신 경향의 커피 문화를
만나게 된다. 세계 커피시장의 새로운 흐름, 바로 커피의 제3의 물결이라고 일컫는 ‘스페셜티커피(Specialty Coffee)’인 것이다.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나 산지의 커피 품질을 평가하는 COE는 각각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스페셜티커피를 정의하며, 포틀랜드에서 
1999년에 설립된 스페셜티커피의 대표주자인 스텀프타운(Stumptown)은 ‘커피 생산자와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신들과 같은 
커피 사업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생생의 커피’가 스페셜티커피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리고 스텀프타운 외에도 
미국의 스페셜티커피산업을 리드하는 블루바틀, 카운터 컬쳐커피, 인텔리젠시아 등 10여 개 이상의 커피 브랜드들은 한결같이
스페셜티 커피산업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커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세계의 커피산업 생산 및 소비 동향 (홍성대)

가심비 트렌드로 스페셜티 시장확대
전 세계적으로 스페셜티 커피 열풍이 불고 있다. 스페셜티 커피란 세계 커피 전문가 단체 스페셜티커피협회(SCA)가 정한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생두를 말한다. 여기에 산지 직거래가 이뤄져야 스페셜티 원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 세계 커피 중 상위 5%만이 스페셜티 커피로 판정받는다. 스페셜티 커피라는 용어는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제대로 된 커피를 즐기고 싶다’는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셜티 커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커피 맛을 경험해 본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나만의 커피 맛’을 
찾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업계 또한 이에 발맞춰 나만의 커피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매장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타벅스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4년 싱글 오리진 프리미엄 커피로 만든 ‘리저브’커피를 판매하는 리저브 매장을
처음으로 내놓았고, 2016년에는 여기에 고급화 전략을 더한 ‘리저브 바’ 매장을 선보여 현재 50여 곳의 리저브 바 매장을 운영 중이다. 
리저브 바에는 스타벅스의 글로벌 인증평가를 통과한 커피 전문가들이 근무하며 소비자들에게 원두를 선별하는 방식에서 추출방식 등 
커피 한 잔의 제조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 모든 것이 최상의 커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리저브 바 매장이 많은 곳은 중국(97곳)이 
유일하다”라며 “인구 대비 리저브 바 매장이 가장 많아 국내 스페셜티 커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32곳, 
일본에는 6곳의 리저브 매장이 있다. 최근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블루보틀은 국내 소비자들의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블루보틀은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커피 브랜드로 블루보틀의 한국 진출에는 한국 소비자들의 팬덤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실제 브라이언 미한 블루보틀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커피에 대해 얼마만큼 강한 열정이 있는지 확신했다”라고 
한국 진출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블루보틀은 커피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고객과 눈을 마주치고 고객 이름을 불러주는 서비스 방식으로 
유명하다. 원두와 로스팅 방식의 차별화도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서비스가 블루보틀만의 커피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블루보틀의 등장으로 국내 스페셜티 커피 업계는 한층 달아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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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외식경제 (http://www.foodbank.co.kr)

위협받는 커피산업에 지속 가능한 ‘대체커피’ 부상
환경과 식량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대체육이 크게 주목받고 있듯이 커피에서도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대체커피’가 최근 등장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커피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지속 가능한 커피 산업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 무역 커피’다.
늘어나는 커피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산 농가나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해 농가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윤리적인 구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커피를 생산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는 원두를 기반으로 한 커피 산지는 물론 산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열대농업센터(CTA)는 
보고서에서 현재 커피 재배 토지의 약 50%가 기후변화로 30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 큐 왕립식물원과 
에티오피아 환경 · 기후변화 및 커피숲포럼(ECCFF) 공동연구팀의 연구에서도, 2040년이 되면 아라비카나 로부스타 커피종은
사실상 멸종할 수 있으며 2088년엔 전체 커피 종의 40%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격의 불안정성도 커피 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방해하고 있다. 그동안 커피 가격은 원두 가격과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했다.
또 최근엔 펜더믹 장기화로 인해 커피 소비량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원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원두커피의 장기간 섭취로 인한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윤리적인 요소 외에도 환경과 건강, 가격 등 현실적인 요소가 커피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커피빈이 없는 커피, 
즉 커피의 향과 맛은 같지만 씨앗이나 허브 등으로 만든 ‘대체 커피’가 개발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도 이에 주목해 최근 미국 대체커피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전했으며, 이를 간추려 싣는다.

이제는 커피도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가심비 소비 트렌드와도 맞닿아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데 있어 가격이 아닌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무조건 싼 것보다는 싸면서도 맛있는 것, 비싸지만 특별한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커피 소비가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옮겨가면서 스페셜티 커피와 함게 주목받는 것이 커스터마이징 커피와 같은 
프리미엄 커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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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체 커피에 왜 주목하나

◇ 원두 가격 인상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커피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상업거래소(ICE)에서는 국제원두가격 기준인 커피 C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2.33달러로 1년 전 대비 약 2배 올랐다.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최대 커피 산지로 전 세계 물량의 40%를 생산하는 브라질에 한파와 가뭄이 잇따르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라니냐 현상으로 우기도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며 생산량 회복 가능성은 낮게 예측되고 있다.

이에 스타벅스 등이 커피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하며, 이미 예고되었던 커피 가격 폭등은 현실화되고 있다. 브라질 커피산업협회는
8월 18일 보고서를 통해 9월 말까지 커피 제품 가격이 35~40% 인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농무부가 2019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커피 소비량은 2026년까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국제커피기구(ICO)는 “전세계적으로 커피 원두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상황이라 커피 원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친환경

환경을 덜 파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찾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커피나무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성숙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 공급 부족 발생 시 빠른 대처가 쉽지 않다. 또한, 커피 열매가 상하지 않게 재배하려면 농약은 필수적이라 환경운동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대체 커피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다. 원두를 사용하지 않고 씨앗이나 허브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경을 덜 파괴하며 지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토모(Atomo) 커피사에 따르면, 대체 커피 콜드브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전통적 콜드브루 커피를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94%나 적었고 탄소 배출은 93% 감소했다.

◇ 건강

커피 원두의 잔류 농약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왔다. 유기농 원두를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다. 또한,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수분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체내 무기질 균형을 깨뜨려 눈 떨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근육 탈수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대체 커피 업체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단점들을 보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맛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전이지만, 블라인드 테스팅에서 전통적 커피와 비교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아토모 커피는 커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위 빅 5라고 불리는 커피의 바디, 색, 향, 맛은 물론 생체 활성 영양소까지 구현했다고 밝혔다. 추후 아토모를
이은 경쟁업체들이 더욱 맛과 풍미를 개선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 (http://www.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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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방안

생산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제시

합리적인 가격제시와 블록체인

커피는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의 생산자가 재배하고, 5억 명이 소비한다. 생산자는 대게 10헥타르 미만의 경작지를 가진 소농이다. 
불과 5개 업체(네슬레, 크래프트/몬델리즈, 새러리, 프록터앤갬블, 치보)가 전체 커피 로스팅의 45%를 장악하고 3개 업체
(노이만그룹, 이콤, 볼카페)가 커피콩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 세계 공급 사슬을 좌우하는 이들 업체는 자신에게 돌아갈 이익은 
늘리고 농민에겐 점점 더 낮은 커피콩 가격을 강요한다. 공급 사슬의 다른 한쪽에 있는 소비자가 사는 커피 관련 제품 가격도 점점 
올라간다. 카카오, 면화, 사탕수수, 바나나 등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많은 농산품 생산 · 유통에서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생산국의 커피 농민이나 조합, 가공업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타파해 나가고자 점차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하는 데 집중한다.
소비국의 로스터들은 여러 중간 판매자를 거치지 않고, 이들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복잡한 유통 단계의
비용을 줄이면된다. 뉴욕과 아디스아바바 등 커머셜 상품거래소 시장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스페셜티 커피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커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산지 농민들에게는 품질 관리에 집중하도록 자극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많은 기업에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이 부각되고 있고 소비성향이 구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유가치 창출이 기업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세상을 바꾸는 소비, 공정무역을 통한 윤리적소비를 
실천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원두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가지 이해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커피 원두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실제 유통 과정은 여러 중개자에 의해 확장되는데 원두의 종류, 품질 및 원산지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나 획일화된 기준은 아직까지 
미비하고 각국의 수입자들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소비자에게는 좀 더 높은 수준과 다양한 
품질의 커피가 제공되기가 힘들고 생산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가 힘든 것이다. 따라서 생산 및 유통과정의 원스톱화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범용성을 높이는 사업의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원두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원두의 생산량, 품질 정도, 요금조회, 출하, 알림 서비스,
스마트계약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급망 전체에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디지털 신원 증명, 
인증서 및 스마트 계약이 제공된다면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간에도 상품을 결제하고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두 생산자에게 
NFT 기술로 고유 식별값을 부여해 생산자의 상품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면, 원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속하고 빠른 시장 진입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상호 간에 합리적인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창출하여 커피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원두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추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블록체인 시장은 거래의 중개인을 줄여서 
생산자의 수입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이고, 블록체인에 형성된 정보는 투명성을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신뢰를 빠르게 
구축하여 안정된 시장을 빠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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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 Platform의 문제 해결 방안

‘CTN’의 목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두 추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산업을 블록체인 기술로 연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진정한 의미의 공정무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대한 미션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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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커피 원두 플랫폼

� 원두 정보 추적 및 공유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시스템

� 원두 유통 이력 조회 서비스 기반의 리워드 플랫폼

� 원두 추적 시스템과 원두 유통 이력 조회 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계약 및 결제

� 블록체인 기반의 남미 원두 공급망 관리 솔루션

CT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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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는 생태계에 참여한 모든 유저와 원두 유통 업계의 참여자에게 멀티 월렛형 CTN플랫폼을 제공하고 잔고 범위 내에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각 원두 생산량, 품질정도, 요금, 생산량 
통계 등 원두 생산에 관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주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채널을 구축하고, 생태계에 참여한 
유저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TN생태계에서는 생산자가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원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저와 유통업체들이 과거보다 더욱더 신속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하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TN는 생산자들이 원두 정보를 보다 빠르고 성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통한 생태계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CTN는 남미 3국의 원두 생산과 유통에 관련한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전자원장정보를 이용하게 할 것이며, 
CTN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원두 추적 기반의 유통 이력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제3국의 구매 기업들에게는 이를 
유료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CTN 정보 수

구분

원두 유통이력 정보

CTN Wallet (Block Chain)

각 3국 생산자 정보, 생산자 발송정보, 이동과정 정보

수집 대상 데이터

원두 유통정보, 포인트/코인/토큰/코인 거래정보, 생산자/소비자/기업 활동정보 등

또한, CTN 어플리케이션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CTN 포인트(CTNP)’를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하고 가상자산으로 
정착화를 시키게 되면 CTNP 또한, 그 사용방법이 무궁 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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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생태계
CTN Eco-system

기존의 중앙집중화 방식과 달리 탈중앙화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은 CTN ECO-SYSTEM이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TN ECO-SYSTEM은 CTN PLATFORM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기업(원두유통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을 등급별로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 회원은 원두의 유통정보에 수반되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구분하며 소비자와 기업회원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등급을 구분을 짓습니다. 생산자에게는 원두유통정보를 등록시 보상체계인 리워드를 제공할 것이고 이렇게 검증된 생산자는 소비자와 
기업에서 투명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뢰를 바탕으로 원두를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와 기업에게는 각종 구매 이벤트에 참여할 시 
포인트를 적립받거나 할인쿠폰 등을 제공 받게 되는 선순환구조를 제공하여 CTN PLATFORM 이용에 각각의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리워드 시스템을 통해 블록 단위의 회원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등의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블록 단위의 멤버십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블록화된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원두구매와 유료멤버십은 PG를 통한 직접 결제 또는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CTN 또는 CTNP로 환전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분산 원장으로 참여한 모두 동일한 

내용을 공유

CTN 생태계 기존 중앙처리방식
각 참여자 별 독립 시스템 구성으로 정보의

불일치 위험이 존재
내장 알고리즘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검증과

처리/별도 장비 불필요
업무/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별도 개발

및 운영 필요

강력한 보안 알고리즘으로 위, 변조 불가 각종 보안 추가 구성 필요

고 비용구조, 저속, 안정성
(별도 보안조치 필요 없음) 저비용, 고속, 별도보안장치 필요

처리

개발/운영

보안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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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 ECO-SYSTEM은 스마트계약, 디지털 자산, 저장시스템, 분산된 합의 기반, 플러그인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 모델, 강력한
암호보안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원두 정보를 기반으로한 리워드형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CTN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 Membership Service : 등급제 멤버십 서비스

� Blockchain Service : 블록체인 기술과 HTTP/2 기반의 분산원장 서비스

� Chain code Service : 블록체인에 추가되는 계약사항을 구현하는 코드 서비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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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Vaildating Peers’에 있는 ‘Chain Code’는 계약사항에 승인을 위한 규칙과 조건을 구현하는 것으로 각 ‘Peer’에는
유효 성을 검사하기 위한 공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복제된 소프트웨어 버전의 호환성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CTN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공유 원장 자체를 유효한 각 ‘Peer’가 ‘Chain Code’를 통하여
직접 접근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수집되고 생선된 정보는 CTN ECO-SYSTEM을 통해 검증되고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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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의 블록체인은 인가된 장비 간 통신을 통해 P2P 인증 방식으로 별도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개발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을 활용하여 원두 유통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블록체인의 특성인 데이터의 종합성 관리가 매우 용이해지고 ‘CTN REWARD’ 
서비스에서 등급별 멤버십에 따른 포인트 지급 비율과 할인 비율 등이 블록체인상에 투명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과 
기업의 CTNP 또는 CTN 정보를 함께 기록하고 스마트계약과 원두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친 정보를 모두 블록체인상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어느 일방에 의해 조건이 변경될 수 없으므로, 생산자와 고객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간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CTN ECO-SYSTEM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들은 CTN로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원두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와 구분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원두정보, 사용자의 활동정보, 
서비스 정보를 여러 노드를 통해 분산하여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줄임과 동시에 보안성을 강화하여 
블록체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및 데이터 저장소

Sender
CTN

Receiver
Device A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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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남미 3국의 원두 공급망을 재배 장소, 생산자 정보, 원두 정보 등과 같이 구분하여 저장하는데
사용됩니다. 생산자에 의해 원두가 생산될 때마다 블록이 생성이 되면 특정 원두를 생산자로부터 추적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자격증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직접 원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CTN APLICATION’은 원두 공급의 투명성과 원두 산업의 생산량 증가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남미 3국의 협동조합 생산자들이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남미 3국의 모든 커피 원두를 손쉽게 추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CTN APPLICATION

따라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CTN ECO-SYSTEM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서로 다른 품질의
원두를 구매하였던 것에서 양질의 원두를 효율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CTN은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남미 3국의 생산자들과 전 세계의 커피 애호가들에게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CTN는 다양한 국가의 원두 생산자들과 제3국의 커피기업들과 제휴 및 연계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CTN ECO-SYSTEM은 앞으로 거대한 원두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용을 거듭할수록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존 원두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그동안 존재하였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CTN의 최종 목표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태계 성장에 함께 이바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편리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서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정무역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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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개요

토큰 발행 정보

토큰 세일을 통해 판매되는 리스팅 토큰의 발행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심비 트렌드로 스페셜티 시장확대

리스팅 코인의 용도별 배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부 비율은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CTN 토큰은 10%(보너스 미포함)가 토큰세일을 통해 투자자들과 기관에 배분되어 초기 유통량을 형성할 것입니다.
(Lock-up 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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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20

CTN

Continuum토큰명

심볼

플랫폼

표준

발행량 1,000,000,000 CTN



로드맵

2021. 3

� 킥오프
� 토큰 발행

2021. Q2

� CTN 팀 구축
� 프로젝트 백서 0.1

2021. Q3

� 프로젝트 백서 1.0
� 프로젝트 웹페이지 개발
� 과테말라 ‘Anacafe’ & ‘Fedecocaqua’와 MOU 체결 위한 컨택

2021. Q4

� 글로벌 거래소 상장

2022. Q1

� 과테말라 ‘Anacafe’ & ‘Fedecocaqua’와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MOU 체결
• CTN Platform 개발 시작
� 프로젝트 백서 2.0

2022. Q2

�  해외 글로벌 거래소 상장
�  과테말라 현지 시장 조사

2022. Q3

� 과테말라 ‘Anacafe’ & ‘Fedecocaqua’와 블록체인 개발 계약 체결
• CTN Applicaition 알파 버전 1.0 출시

17



로드맵

2022. Q4

� 과테말라 현지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시작
� 국내외 유통을 위한 플랫폼 개발 시작

2023. Q1

� CTN Application 알파 버전 2.0 출시
�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MOU 체결
� NFT 기반의 멤버십 혜택 카드 발행

2023. Q2

� CTN Application 베타 버전 3.0 출시
�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블록체인 개발 계약 체결

2023. Q3

� DeFi 와 거버넌스 토큰을 추가하기 위한 개발 시작

2023. Q4

�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원두 유통을 위한 ‘CTN Platform’ 출시
�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용화 플랫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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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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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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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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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공지는 본 백서를 읽는 모든 분에게 적용되며, 공지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향후 행동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서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 사항이며, ‘CTN’ 구매와 관련된 조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CTN’ 구매, 판매를 포함한 모든 거래 행위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적 고지

본 백서는 ‘CTN’ 프로젝트와 관련 일반 참고 목적으로만 배포되었으며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표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 이후 ‘CTN’의 사업 운영, 재정상태 등에 따라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CTN’의 매매 관련 계약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을 체결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본 백서를 근거로 자금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CTN’의 매매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세부사항은 백서와 별도로 제공됩니다. 
계약서와 본 백서의 내용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백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CTN’에 대한 토큰발행인/배포자/업체의 토큰 판매 또는 구매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하며, 
이 문서의 제시 또는 문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정에 근거가 되거나 의존되어서는 안됩니다.

‘CTN’는 증권, 사업신탁의 단위 또는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증권선물법 또는 기타 관할 구역의 동등한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본 백서는 사업계획서, 사업 설명서, 제안서 등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증권, 사업신탁 단위,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등 투자 제안이나 모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CTN’이 구매자들에게 플랫폼, 토큰, 제품과 관련하여 참여하거나 투자수익/수입/지급/이익 또는 
그 금액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 해석, 분류,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에 명시된 코인/토큰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 문서를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등 전파할 수 없습니다.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규제당국의 검토, 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 어떤 괄할권에서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CTN’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CTN’를 다음과 같이 이해, 해석, 분류,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
⒝ 그 어떤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및 주식
⒞ 이러한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권한, 옵션, 파생상품
⒟ 투자수익 보장 또는 손실 회피가 목적이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칭하는 차액계약 및 기타 계약 하의 권리
⒠ 집단 투자 계획, 사업신탁 등 증권의 단위 또는 파생상품

22



� 배포 및 전파의 제한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전파하는 것은, 그 어떤 관활권의 법률 또는 규제 요구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의 소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 사항을 스스로 숙지하고 법률 등 자문을 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와 임원, 직원, 대리인, 관계사 등은 (이하 ‘CTN 및 관계사’)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배포 및 전파로 인해 본 백서를 열람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 그 어떤 목적으로도 본 백서 또는 그 내용을 배포, 복제 등 기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허용 및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법적 책임의 배제

‘CTN 및 관계사’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가능한 대로’제공됩니다. ‘CTN 및 관계사’는 토큰 및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적합성, 정확성, 적정성, 완전성 등에 대한 명시적 / 묵시적 보장 또는 묘사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류, 지연, 누락 또는 
이에 의존하여 취해진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CTN 및 관계사’는 해당 법률, 규정 및 규칙에 허용된 최대 범위까지, CTN 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소득 또는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TN 및 관계사’는 해당국의 ICO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고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배제의 범위 : 모든 청구, 보상, 손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 미래 예측적 진술

이 백서에는 현재 추정치와 가정을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적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TN’는 위험성, 불확실성 및 실제적 
결과, 변화 또는 미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소에 관한 미래 예측적 진술을 웹사이트 및 CTN에 의해 생성된 기타 다른 
자료를 통해 업데이트할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 예측 진술은 다양한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본 백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CTN’ 플랫폼이 완성되었거나 완전히 운영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향후 플랫폼이 완전히 완성되고 
운영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지만 이는 플랫폼의 완성 및 완전한 운영에 대한 보장 또는 약속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 잠재적 리스크

‘CTN’의 구매 및 참여를 결정하기 이전에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요소와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 및 이해 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크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식별정보 분실로 인한 ‘CTN’ 접근제한, ‘CTN’을 보관한 디지털 Wallet 관련 필수 개인키 분실 등 보관관련 구매자 과실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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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 주식 또는 암호화폐 시장 환경의 변화, ‘CTN 및 관계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CTN 및 관계사’가 생존 또는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 관련리스크, 특정 관할권에서 ‘CTN’에 불리한
블록체인기술관련 기존/신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TN’ 폐지/손실 등 ‘CTN’ 생태계와 프로젝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TN 및 관계사’의 미래 자본 필요성의 변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 및 자본 조달 가능성의 변화 관련 리스크, 
자금 부족은 ‘CTN’의 플랫폼 개발과 ‘CTN’의 사용 및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CTN’ 가치의 불리한 변동, 사업관계 실패, 개발/운영 중 경쟁사의 지적재산권 주장 등 다양한 사유로 ‘CTN’ 활동중단, 해체 또는
론칭 계획 중단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CTN’ 생태계, 토큰, 토큰의 잠재적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CTN’의 프로젝트, 생태계 등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결정권도 다른 주체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CTN’의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 
등의 중단,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CTN’의 추가 생성 및 판매, 매각 및 청산 등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의 
자유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CTN’의 세금 및 회계처리 방식은 관할권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CTN’구매로 세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독립적인 세무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에 명시된 리스크 외에도 ‘CTN 및 관계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조합 및 변형의 리스크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위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 
‘CTN 및 관계사’의 사업, 재정상태, 전망, 운영결과 등이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CTN’의 토큰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ICO 참여 제한

CTN는 미국 시민권 보유자, 거주자 또는 영주권 보유자와 ICO 참여 금지 국가의 시민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CTN’의 
ICO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CTN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으나, ICO 종료 후 판매율이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환불 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다른 자료를 통해 업데이트 될 예정 입니다.

� 준거법

        는 한국에 설립되었으며, 본 백서는 국제사업의 원칙과 상관없이 한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규제 됩니다.

� 추가정보 및 업데이트 없음

‘CTN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 백서에 포함된 내용외 그 누구도 정보/설명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정보/설명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CTN 및 관계사’의 권한을 부여 받았거나 이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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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없음

본 백서의 어떤 정보도 ‘CTN 및 관계사’에 대한 사업, 법률, 재무, 세무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TN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CTN’의 구입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는 무기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KYC 준법사항

CTN의 판매에 참여하는 고객은 신원 확인을 위해 크라우드 세일 이후 고객실명확인절차(KYC) 규정과 기타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CTN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이용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TN’는 KYC,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ICO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CTN’는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CTN’는 KYC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O2O 토큰 판매를 위한 정보로만 활용하며, ICO 종료 후 KYC를 위해 제출된 서류를 
폐기합니다. KYC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다른 기타 자료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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