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원문입니다
번역본은 96~106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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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VING the
CONCEPT of
SPECIALTY
COFFEE
Part I
Green Coffee Quality
By Spencer Turer

스페셜티 커피의 개념 발전
1부 | 생두의 품질
글 | 스펜서 튜러(Spencer Turer)
감수 | 커피킹덤협동조합 김한동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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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컵핑
사진 | 후안 호세 산체스

스페셜티 커피 전문가에게 스페셜티 커피의 정의를 묻는다면

달라졌다. 기술적인 맥락에서 보면 스페셜티 커피는 스페셜티

단순히 대중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

커피협회(Specialty Coffee Association) 생두 표준에서 정

을 수 있을 것이다. 커피 업계의 영역과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등급의 커피를 의미한다. 소

확장되며 업계 내 특정 부분만을 일컫던 스페셜티 커피라는 용

매업이나 로스팅 종사자가 이해하는 의미와 다르다. 이 경우에

어는 처음 널리 쓰이기 시작했을 때보다 더 미묘해지는 동시에

는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이 해석에 따라 달라지며 모두가 합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소비자와 업계 전문가도 명

마시아스(Juan Jos
S nchez Mac as)
이전 페이지
생두 스쿱
사진 | 후안 호세 산체스
마시아스(Juan Jos
S nchez Mac as)

“스페셜티”의 사전적 정의는 독특한 특징 또는 특색이다. 커

확하게 알 수 없다. 커머셜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 사이의 구분

피의 세계에서 스페셜티는 좁게는 결점두가 없고 독특한 플레

이 뚜렷하기 어려운 공통점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버를 지닌 생두를 뜻하지만 넓게는 공급망, 공정 관리, 판매

업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예상이나 기

방식 등에 있어서도 다른 커피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치, 혹은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개념은 계속해서 진화해

이 표현은 업계 권위자인 에르나 크눗센(Erna Knutsen)이

왔다. 식음료 업계에서 사용되는 이와 비슷한 용어로는 고메

1974년 당시 컵핑 테이블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고품질 커피를

(Gourmet), 프리미엄, 부티크, 장인 정신, 크래프트, 럭셔리 등

지칭하며 처음 고안했고 그 후로 20년이 지나서야 소매 및 유

이 있다. “마이크로”도 그중 하나로 주로 소량의 고품질 커피

통 단계의 커피 서비스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랏이나 특정 규모의 로스팅 업체를 가리킨다.

커피 산업이 발전하며 스페셜티 커피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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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국 바리스타 챔피언이자 커피 교육자 겸 로스터

인 브론웬 서나(Bronwen Serna)는 “스페셜티 커피와 ‘프리미

로 구성된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Specialty Coffee Associ

엄’, ‘고메’ 등 ‘스페셜티’의 다양한 변주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ation of America)에서 스페셜티 품질의 커피에 대한 기술적

가 혼란스러운 것은 소비자가 커피 업계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

평가 및 감정 기준을 개발했다.

를 이해하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기인한다. 커피 전문가들

생두의 구매와 판매 시 참고하는 물리적 특성(등급)과 센서

은 소비자가 와인, 맥주, 독주 등 다른 스페셜티 음식을 인식하

리 프로파일(컵)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스페셜티 커

고 소비하고 이해하듯 커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피의 개념을 업계 공용어로 부상하게 한 중요한 문화적 변화였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음식으로서의 커피와 ‘사치품’으로

다. 이때부터 스페셜티는 생산국이 아니라 소비국으로 하나의

서의 커피 사이에 큰 간극이 있어 소비자가 이 둘을 연결 짓기

회사가 아닌 무역 조합에서 정의하게 되었다.
SCAA(현 SCA)와 커피품질연구소(Coffee Quality Insti

어려워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Roast 다음 호에 실릴 2부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tute)는 커피 업계가 팽창함에 따라 증가하는 기준과 절차에

하겠다. 이 글에서는 스페셜티 커피 부문에서 생두의 품질에 초

대한 수요에 부응했다. 용어와 정의를 정리하자 생산자와 소비

점을 맞추고 다양한 국가와 기관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평가하

자 측에 있는 컵퍼 모두가 품질 감정의 목적에 맞게 이미 정해

고 감정하는 방식의 역사를 살펴보겠다.

진 방식에 따라 생두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전문 강의와 단계

생두의 품질에 관한 역사는 복잡하고도 역동적이다. 1990년
대 후반 이전에는 생산국마다 각자의 기준과 용어를 만들어 사

별 전문가 자격증 프로그램도 이때 개념과 체계가 만들어져 커
피 평가와 품질 감정을 위한 훈련이 가능해졌다.

용했다. 2000년대 초, 당시 미국의 크래프트 커피 로스터리들

[ 그림 1 ] 품질 평가 — 일반적 기준

등급명

샘플 크기(g)

카테고리 1 결점두

전체 결점두

1g당 결점두

SCAA 5등급 — Off Grade

300

≥ 87

≥ 0.290

SCAA 4등급 — Below Standard Grade

300

86

0.287

Brazil Santos 4

300

26

0.087

SCAA 3등급 — Exchange Grade

300

23

0.077

Brazil New York 4

400

30

0.075

GCA/ICE Exchange Grade Basis—Maximum Allowable

350

23

0.066

Colombia-Excelso

24

0.048

GCA/ICE Exchange Grade Basis—Colombia

13

0.037

8

0.027

8

0.023

5

0.017

6

0.015

5

0.014

4

0.013

SCAA 2등급 Premium Grade

300

GCA/ICE Exchange Grade Basis—Standard Origins

350

SCAA 1등급 — Specialty Grade

300

Brazil New York 2

400

SCA Specialty

350

Brazil Santos 2

3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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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결점두 도표
0.350

120

0.300
0.250

80

0.200
60

0.150

40

1g당 결점두

전체 결점두

100

0.100

20

0.050

0

0.000

SCAA
5등급
— Off
Grade

SCAA
4등급
— Below
Standard
Grade

Brazil
Santos 4

SCAA
3등급 —
Exchange
Grade

Brazil
New
York 4

GCA/ICE
Exchange
Grade–
Maximum
Allowable

Colombia
– Excelso

GCA/ICE
Exchange
Grade
Basis–
Colombia

SCAA
2등급 —
Premium
Grade

GCA/ICE
Exchange
Grade
Basis–
Standard
Origins

0

카테고리 1결점두

SCAA
1등급 —
Specialty
Grade

Brazil
New
York 2

0

SCA
Specialty

Brazil
Santos 2

0

전체 결점두

100

86

26

23

30

23

24

13

8

8

5

6

5

4

1g당 결점두

0.333

0.287

0.087

0.077

0.075

0.066

0.048

0.037

0.027

0.023

0.017

0.015

0.014

0.013

전체 결점두

평가와 감정

1g당 결점두

그는 “이렇게 되면 어떤 원산지에는 유리하고 어떤 원산지에는
불리하지 않은가?”라고 질문했다.

SCA와 생산국, 상품거래소에는 개별적인 요건에 따라 생두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검사 방법과 절차가 있다. 각 기관마다 규

스페셜티커피협회 기준

정한 방법이 다르기는 하나 이를 통해 평가와 품질 감정을 일관
성 있게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SCA 기준에 따르면 스페셜티 등급의 원두는 350g마다 카테

생두 바이어는 다양한 등급 체계와 원산지별 용어를 이해해

고리 1 결점두가 0개, 카테고리 2 결점두가 5개 이하 포함되어

야 한다. 또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 시 협상 내용과 생

있다. 컵핑 점수는 원두에 결점이 없고 일관되게 클린하며 달게

두 계약에 품질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품질 평가 시 사용하는

추출하여 서빙한 경우 SCA 아라비카 컵핑 양식에서 80점 이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면 바이어의 기대치와 커피 평가 방법에

상 총점을 받게 된다. SCA는 풀 디펙트를 파악하고 채점하기

대해 생산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43쪽 그림 1).

위한 결점두 가이드와 도표를 출간했다(45쪽 그림 3).

아칸소주 웨스트락 커피 컴퍼니(Westrock Coffee Com
pany)의 공급 업체 담당 아만다 이스트우드(Amanda East

생두협회 기준

wood)는 결점두 도표에서 허용 가능한 결점두로 평가된 그룹
마다 차이가 있어 일관성 없는 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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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두협회(Green Coffee Association, GCA)는 대륙간거래

[ 그림 3 ] SCA 아라비카 결점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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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익스체인지 등급의 원두와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입(type)”으로 등급이 매겨진 생두는 350g 샘플 당 결손
율이 8 또는 콜롬비아 기준 13인 익스체인지 등급의 표준 품질
로 인식된다. 결손율을 셀 때는 “베이시스(basis)”라고 칭하기
도 한다.
모든 생두가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총 결손율 23(풀 디펙
트) 이하의 생두 중 최대 허용 기준이 15일 때 결손율 8을 기준
으로 커피 “C” 계약에서 입찰 가능한 원산지는 과테말라, 엘살
바도르, 멕시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케냐, 탄자니
아, 우간다, 파푸아뉴기니, 페루,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부룬디, 에콰도르, 인도, 르완다, 브라질, 파나마이다. 콜롬비아
는 커피 “C” 계약에 입찰 가능한 원산지 중 결손율 기준이 13
이며 총 결손율 23 이하인 원두 중 최대 허용 기준은 10이다
(풀 디펙트).
커피 “C” 계약용 생두는 커피 “C” 그레이더가 인증하며 컵
핑 시 결과물이 확실하고 언워시드나 오래된 플레이버가 나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확실한 생두”는 클린하
고 스윗하며 결점이 없는 생두를 뜻한다. 커피 “C” 계약은 동
일한 기준으로 모든 입찰 가능 원산지의 원두를 컵핑하고 그레
이딩한다.

국가별 품질 평가
“스페셜티”라는 용어가 커피 업계에 도입되기 전, 생두 생산국
은 각자 고도, 커피 빈 크기, 컵 특성에 따른 품질 평가 용어를
개발했다. 아라비카 생두에 쓰이는 일반적인 용어는 재배 고도
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져 훗날 컵 품질에까지 확장되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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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InterContinental Exchange, ICE)에서 사용하는 결점두

국가 또는 수출업체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일람표를 만들어 커피 “C” 계약에 쓸 생두를 평가하고 감정한

기준이 있다(49쪽 그림 5).

다. 커피 “C” 계약용으로 인증된 생두는 컵핑 또는 등급 책정

생두 등급은 컵핑 후 특성과 센서리 프로파일, 클린함, 단맛,

시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그레이드”로 불린다.

신맛 등에 따라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모든 농장이 고

(자세한 내용은 47쪽 그림 4 참조.)

원에 있는 것은 아니며 경작지마다 고도 역시 천차만별이다.

익스체인지 등급의 품질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 거래소에

HB(Hard Bean)/SHB(Strictly Hard Bean) 선 근처에서 자

서 배송받거나 거래소 용으로 인증하고 입찰하는 생두를 평가

란 생두는 컵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더 낮은 고도에서 재배되

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생두의 품질이 스페셜티 외의 영

었더라도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란 생두의 맛이 나면 프리미엄

역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해해야 스페셜티가 원자재 등급

이 붙는다.)

ROAST MAGAZI NE

[ 그림 4 ] GCA 아라비카 결점두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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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스페셜티”라는 용어에

만 많아지면 결과에 차이가 벌어진다. 예를 들어 산토스 2는 풀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SHB 또는 SHG(Strictly High

디펙트 4개에 해당하는데 뉴욕 2는 풀 디펙트 6개이며 두 경우

Grown) 생두는 컵 품질이 워낙 뛰어나 비공식적으로 스페셜

모두 스페셜티 커피로 분류될 자격이 있다. 산토스 2/3의 풀 디

티로 구분이 될 수도 있었다. “ Strictly” 라는 수식어를 얻기

펙트는 8개, 뉴욕 2/3은 9개이다. 브라질 생두에 사용되는 그

위해서는 높은 고도의 경작지에서 밀도는 높되 속도는 느리게

레이딩 기준을 이해할 필요성를 설명하기 위해 표준 품질의 수

자라 컵 품질이 높은 생두여야 했다. 이를 위해 실제로 측정한

치를 덧붙이자면 산토스 4는 풀 디펙트가 26개, 뉴욕 4는 30개

고도나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은 나라마다, 수출업체마다, 그리

이다. 품질 점수가 높아질수록 결점두 차이도 커진다.

고 수확시기마다 커피의 실제 센서리 프로파일에 기반하여 달
라졌다.

SCA/CQI 기준으로 스페셜티로 분류될 수 있는 브라질 원
두는 산토스 2 스트릭틀리 소프트 파인 컵이다. 간단히 말해 결

당시 커피 빈의 크기도 해석의 여지가 다양했다. 보통 HB 이

점두가 적고 클린하고 단맛과 바디감이 좋고 적당한 산미와 복

하는 스크린 사이즈가 14 이상, HB는 15, SHB는 16 이상이었

잡한 플레이버를 가지고 있으며 카테고리 1 결점두가 없어 커

고 크기가 클수록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상”이란 90퍼센트

피 맛이 클린한 생두는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을 의미한다.)
보다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품질 평가

콜롬비아

결과를 참고하자. 다른 나라는 각국의 고유한 그레이딩 기준이
있어 비교가 어렵다.

콜롬비아는 최근 스페셜티 등급과 커머셜 등급 책정 방식을 탈
피하고 수출에 필요한 엑셀소 평가용 최소 품질 수준을 도입했

브라질

다. 콜롬비아는 500g 샘플당 결점두를 그레이딩한다. 예전 등
급은 스페셜티의 경우 8/35, 상업용의 경우 12/60으로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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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생산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역시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

티 생두는 500g 샘플당 카테고리 1 결점두가 8개 이하, 풀 디

고 감정하기 위해 자국의 기준과 용어를 수립했다. 전통적으로

펙트가 35개이며 커머셜 생두는 카테고리 1 결점두가 12개 이

브라질에서는 클린하고 단맛이 나는 커피에 결점두의 플레이

하, 풀 디펙트가 60개라는 의미이다. 커머셜 생두는 엑셀소로

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여 컵핑용 원두로 매우 라이트하게

지정될 수 있는 최대 허용 수준을 뜻하며 수출할 만한 품질의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했다. 센서리 평가 컵핑 점수는 SCA나

생두임을 함의한다. 과거에는 최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다른 컵핑 기준처럼 수치화되어 있지 않다. 브라질에서는 단맛

고 수출이 허용된 생두는 디카페인이나 인스턴트 커피용 공정

과 신맛에 설명적 기준을 사용하여 당도가 높은 경우에는 스트

을 거치거나 산업용 재료로 쓰였다.

릭틀리 소프트(Strictly Soft)로 시작, 소프트(Soft), 스웨디시

콜롬비아는 최근 기준을 수정했다. 콜롬비아 전국 커피 재배

(Swedish), 하드(Hard, 약물/페놀), 리오이(Rioy), 리오(Rio,

자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Coffee Growers of Co

신맛/발효와 비교)를 거쳐 신맛/발효 플레이버가 강한 경우에

lombia, FNC)에 따르면 엑셀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는 랭크 리오(Rank Rio)라고 표현한다. 클린하고 복잡한 컵은

500g 샘플당 풀 디펙트는 24개 이하, 생두 95%가 스크린 사

파인 컵(Fine Cup)이라 평가하고, 그다음으로는 굿(Good),

이즈 14 이상이어야 한다. 엑셀소라는 용어는 수출용 품질을 의

페어 앤 푸어(Fair and Poor), 복잡함이 적고 클린하지 못하면

미하며 “100% 콜롬비아산”으로 인증받고 후안 발데스(Juan

배드 컵(Bad Cup)이라고 칭한다.

Valdez)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하는 최저 품질

브라질의 생두는 400g 샘플당 뉴욕 기준으로, 300g 샘플당

기준이다. 엑셀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두는 바이어와 판매

산토스 기준으로 그레이딩했다. 그레이딩에 쓰이는 숫자는 총

자가 생두 계약상 합의를 했을 때만 거래가 가능하며 “콜롬비

개수 대비 풀 디펙트 개수이다. 결점두 개수가 적으면 비슷하지

아 제품”이라는 문구만 사용할 수 있다.

ROAST MAGAZI NE

[ 그림 5 ] 고도 기반 품질 평가

품질 평가

해발고도(m)

해발고도(ft)

센트럴 스탠다드

최대 762

2,500

Prime

762 – 914

2,500 – 3,000

Extra Prime

914 – 1,067

3,000 – 3,500

Semi-Hard Bean

1,067 – 1,219

3,500 – 4,000

Hard-Bean (HB) / High Grown (HG)

1,219 – 1,310

4,000 – 4,300

1,310

Above 4,300

Strictly Hard Bean (SHB) / Strictly High Grown (SHG)

일반적인 기준이며, 국가별 또는 수출업자 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이스트우드는 “후안 발데스 로고 덕분에 콜롬비아 홍보 효과
가 높았고 콜롬비아산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콜롬비아의 전형적인 컵 프로파일은 클린 컵, 단맛, 산미, 바디
감이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콜롬비아 커피의 센서리 평가는 그레이딩이나 제품 설명에

향후 발전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생두 크기만을 적고
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콜롬비아 엑셀소 유주얼 굿 퀄리티

전문적인 인증 제도는 물론 개인과 기업이 차별화를 추구하는

(Usual Good Quality, UGQ )인데 엑셀소와 UGQ 모두 결

경향이 강해지며 전문성과 커피 품질을 극찬하는 마케팅 및 광

점두 24개 이하에 생두 95%가 스크린 사이즈 14 이상인 커피

고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소매 시장에서 소비되는 음료

를 뜻해서 의미가 중복된다. 콜롬비아 엑셀소 유러피안 프리퍼

를 위해서 또는 공급망 안에서 프리미엄이 붙기 위해서는 분명

레이션(European Preparation, EP)의 결점두 개수는 수출용

한 차이와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품질, 생두 95%가 스크린 사이즈 15 이상이다. 콜롬비아 엑셀

다양한 품질 등급마다 허용 가능한 결점두의 개수를 비교할

소 수프레모(Supremo)는 수출용 품질에 해당하며 생두 95%

때 중요한 것은 등급과 플레이버 사이의 상관관계이다. 커피의

가 스크린 사이즈 17 이상이다. EP와 수프레모의 스크린 사이

플레이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결점두의 물리적인 샘플을 테

즈에 따른 생두 비율은 구매 계약 시 협상 가능하다.

스트해보지 않고 아로마와 맛을 평가하게 된다. SCA 컵핑 양

콜롬비아의 생두는 바이어와 판매자가 SCA 기준 카테고리
1, 2 결점두의 최대 허용 수준에 대한 등급 요건을 협상할 수 있

식에서 80점 이상을 기록한 수많은 커피가 스페셜티 등급에 해
당하는 결점두 최대 허용 기준 개수를 넘겼다.

고 생두 계약에 명시하 경우 SCA/CQI 기준에 따라 스페셜티

이로 인해 스페셜티 등급이 플레이버에 기반해서만 지정된

등급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정 플레이버가 나타나거나 오점이

다는 믿음을 낳게 됐다. 플레이버만으로 평가한다면 카테고리

없는 생두의 풀 디펙트를 500g당 24개 이하로 통제하더라도

1 결점두 0개, 카테고리 2 결점두 5개 이하인 생두보다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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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 커피의 개념 발전

있을 것이다. 본 기사의 2부에서는 로스팅 원두 제품과 카페 운영 측면에서
스페셜티 커피의 진화 양상을 살펴보고 커피 업계가 스페셜티 커피의 개념
을 명확히 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커피 산업에서 품질 기준을 정의하여
스페셜티 및 기타 등급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면 생산자, 로스터, 카페 운영
자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다.

이상을 기록할 생두가 월등히 많아져 스페셜티 커피가 보편적이게 될 것이

스펜서 튜러는 버몬트주 하인스버그(Hinesburg)에 위치한 커피 엔터프라이즈(Coffee

다. 결국 일부 커피 전문가들이 스페셜티 등급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컵핑 점

Enterprises)의 부사장이다. 로스터스 길드(Roasters Guild)의 창립 멤버이자 인증된

수에 의문을 제기했고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혹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최저
컵핑 점수를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용어를 명확히 정립하면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공급망 내에서 제품의 가치를 향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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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레이더이며 SCAA 협회우수공로상(SCAA Outstanding Con tribution to the
Association Award)을 수여했다. 스페셜티커피협회(Specialty Coffee Association)
와 전국커피협회(National Coffee Association USA)의 활발한 자원봉사자이기도 하
며 국제여성커피연맹(International Women’s Coffee Alliance)의 친선대사로 활동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