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a Ruiz, S.A.
한 산업의 창조

La Berlina, Maunier, Panamaría, CAFÉ RUIZ ®
주식 회사 형태로의 CASA RUIZ S.A.는 1979 년에 시작 되었으며, Ruíz- Araúz
가족이 설립자인 동시에 주주 였고 이사진 이었습니다. 이 주식 회사는 원래 Plino
A. Ruiz González 와 그 부인인 Elisa Aurora Araúz de Ruiz 교사가 이사진이
되어 1969 년에 설립 했던 개인 사업이 성장한 결과 였습니다.
간략 한 역사
Plinio A. Ruiz G.는 Boquete(보케테) 지역 커피 재배인의 2 세들 중의 하나로
1922 년에 태어 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 세기의 10 여년을 커피 농원에서
자랐습니다. Plinio Ruiz 역시, 하루의 처리 양이 400 파운드 밖에 안 되는, 수압
으로 움직이던 작고 초보적인 목제 가공기가 주는 이득과 커피 나무 사이에서 첫
경험을 쌓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대공황 시절)의 커피 사업은
10 명의 자식을 둔 그 가정의 미래를 약속 할
수 없었으므로 부차적 수입원이 되었고, 꽃
재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Plinio Ruiz 는 초등 교육 6 년을 마칠 수
있었고, 그로 부터 몇년 후에 과테말라의
성경 신학 대학에 입학 할 기회를 얻었으나
경제적 이유로 1 년만 수료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들의 농장 에서 일 하기 위해
돌아온 후 성직자에도 관련 하다가 몇년 후에는 고지대인 Boquete 의 채소와
과일을 전국에 파는 장사를 시작 했습니다. 이 사업을 20 년
하는 사이에 Boquete 로 부터 전국 곳곳의 개인 로스팅
회사로 보내 지면서 커피 제품은 새로이 사업의 초점 으로
부각 하게 되었습니다.
Elisa Arauz de Ruiz 교사는 8 명의 자식을 둔 가정의 장녀로
Dolega 지역에서 1935 년에 태어 났습니다. 초등 교육을
받기 위해 어릴때 Boquete 시의 친척 집으로 옮겼으며
나중에 David 시의 Félix Olivares Contreras 학교에 입학
해 초등 교사 자격을 취득 했습니다. 그 후 1957 년 11 월에 Plinio Ruiz 와 결혼 해
4 명의 자식들을 돌 보는 책임을 진 어머니와 주주가 되었으며, 동시에
Plinio 부모님 들이 매입 한 작은 커피 농장 업무 들의 일부를 맡아 보았습니다.
그로 부터 몇년이 지난후 교사직으로 돌아 갈 수 있었으며 동시에 Plinio 가 자택
에서 경영 하는 작은 사업의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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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 후반에는 야채를 비롯, 커피를 포함한 다른 상품 들의 사업에 대한 훌륭한
기회가 있었으며, 이것은 그들 가정에 안정감과 함께 경제적 기회를 주었습니다.
1970 년에 Boquete 에 일어난
홍수는 파노라마를 근본적으로
했습니다. 참사의 결과가 빚은
커뮤니케이션과 Boquete 지역의
경제 회복의 예측 불허로 인해 전
농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처참한
바꾸게
불량한
신속한
가족이

2 년간에 걸친
고된 노동 후 커피 사업은 Plinio 가족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한 토스팅 회사와 손을 잡으면서
1970 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갖기 시작한
커피콩 수출에 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의 점차적 확장과 함께 오늘의
CASA RUIZ, S.A. 설립을 초래 했으며, 연간 한 두
컨테이너를 수출 하던 1980 년 부터 계속 해서
Boquete 의 최상급 커피를 수출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잘 알려진 커피인 La Berlina, La Berlina Organic,
Maunier, Panamaria, Ruiz Organic 등등이 있습니다.
Casa Ruiz S.A.는 대규모 생산, CAFÉ RUIZ® 토스팅,
그리고 완제품 판매로 확장 해 가며 커피 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100 명 이상의 협력자
들로 구성된 선정된 그룹과 현
세대들의 참여 아래 사업은 계속
확장 되고 있습니다. 이 발전은
Plinio Ruiz 와 그 부인인 Elisa 교사가 세운 원칙과 그
원칙을 수행 하는 약속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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