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콘은 커피가 어려운 지역 사회의 경제 변화를 주도하고 위기에 처한 생태계에 
환경 보호 책무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들을 돕는 것입니다.

존중, 상호 신뢰,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장기적인 관계는 우리 사업의 
초석입니다. 팔콘 커피는 로스터와 생산자에게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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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1115 MT

과테말라 451 MT

온두라스 161 MT

인도네시아 126 MT

페루 227 MT

르완다 467 MT

콜롬비아 432 MT

코스타리카 102 MT

엘살바도르 233 MT

에티오피아 861 MT

2021년, 팔콘 스페셜티는 942곳의 개별 농가로부터 60kg 
기준으로 72,000백의 스페셜티 커피를 구매하였습니다. 
평균 점수는 SCA 기준 86.52이며, 평균 구매가는 FOB 
기준 $6.59/kg입니다. 한해동안 2800만달러 이상이 
소외된 지역 사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기타 198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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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concoffees.com

• 팔콘은 23개국에서 커피를 공급받아 전 세계 1000여 곳의 로스터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영국 르위스, 미국 텍사스 오스틴, 페루 하옌과 리마,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 대한민국 서울, 독일 
베를린,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팔콘 팀은 9개 국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큐그레이더 12명, 경력 로스터 5명, 농학자 4명, 커피 가공 전문가 
2명, 큐그레이더 강사 1명, 사회 감사관 1명, 환경 과학 박사 1명이 있습니다.

http://falconcoffe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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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팔콘은 정식으로 팔콘 커피 아시아를 론칭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에 본부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 서울에 영업팀이 있습니다. 팔콘 아시아는 
아시아와 남태평양 전역의 공급과 판매를 관리합니다.

Richard Williams: Managing Director - Asia

Richard는 2015년에 팔콘으로 합류하여 유럽 스페셜티 커피 세일즈를 
담당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동아프리카의 공급망을 총괄하였고, 
올해부터 아시아 오피스를 이끌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이주하였습니다. 2013년에 
큐그레이더를 취득하였으며, 영국 런던의 Bayes Business School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한종윤: Specialty Sales - Korea

종윤은 2022년 1월부터 정식으로 팔콘에 합류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커피 
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헤드 바리스타, 품질 관리,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맡아왔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Simon Fraser University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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