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행사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미국농업무역관으로 연락주세요 .

본 소식지에 게재된 행사 계획은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Florida Grapefruit Festival with Kensington Hotel Yoido
켄싱턴호텔 여의도 플로리다 자몽 페스티벌
Florida Grapefruit Festival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호텔
2018년 12월 21일 - 2019년 1월 31일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FDOC)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특급 비즈니스 호텔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플로리다 자몽 페스티벌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호텔 내 레스토랑
및 라운지 (1층 다이닝 뷔페 레스토랑 ‘브로드웨이’, 14층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더 뷰 라운지’, 2층 커피 라운지 &
바 ‘양키 앤 메츠’) 에서 플로리다 자몽을 이용한 12개의
신메뉴가 제공되며, 약 80여개의 이그제큐티브 룸에는
플로리다 자몽이 ‘웰컴 프룻’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플로리다 자몽 페스티벌은 소비자는 물론, 관련 업계에 프리미엄 플로리다 자몽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The Florida Grapefruit Korean Website
Launching
플로리다 자몽 한국 웹사이트 런칭
https://www.floridacitrus.kr/grapefruit/
2018년 12월 말 ~ 2019년 1월 중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FDOC)는 플로리다 자몽에 대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플로리다 자몽
한국어 웹사이트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웹사이트에는 플로리다 자몽만이 갖고 있는
우수성을 비롯해 플로리다 시트러스 재배자들에
대한 소개, 자몽의 영양적 혜택, 플로리다 자몽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들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소비자는 물론 업계에 플로리다 자몽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Food Export Association of the Midwest/ Northeast USA – Buyers Mission 2019
2019년도 미국중서부/동북부식품수출협회 바이어스 미션
2019년 연중
미국중서부/동북부식품수출협회(Food Export
Association of the Midwest-Northeast USA)에서는
매년 전세계의 바이어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의 식품 공급업체들과 개별 미팅을 주선하고
미국의 주요 전시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어스 미션 (Buyers Mission) 행사를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Specialty food, Value-added Feed Ingredient,
Frozen Food, Natural Products, Seafood, Pet
Food와 관련된 바이어스 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foodexport.org, 문의: 박선민 이사, 02-7867701)

California Prune Board Collaborates with Kakaotalk YellowGift Service
캘리포니아 푸룬 협회 x 카카오톡 옐로기프트 서비스
2019년 1월 중
캘리포니아 푸룬 협회는 젊은 세대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협업하여 캘리포니아 푸룬 옐로우기프트 상품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소개될 상품은 친구, 지인, 가족 등에 그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선물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다가오는 1월 중,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총 2가지의 상품이 론칭
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푸룬 기획전 및 광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Ananti Florida Grapefruit Foodservice Promotion
아난티 플로리다 자몽 프로모션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 아난티 펜트하우스 해운대
2019년 1월 1 - 31일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FDOC)는 최고급 리조트로
각광받고 있는 아난티에서 플로리다 자몽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더 레스토랑과 아난티 펜트하우스 해운대 맥퀸즈 레스토랑에서
1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에는, 플로리다자몽을 이용한 신메뉴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자몽 생과와 생과를 직접 착즙해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업계들의 플로리다 자몽
인지도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Market Kurly Florida Grapefruit Online Promotion
마켓컬리 플로리다 자몽 온라인 프로모션
마켓컬리 (www.kurly.com)
2019년 1월 초 ~ 2019년 2월 초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는 프리미엄 온라인 푸드마켓인
마켓컬리에서 플로리다 자몽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적의 산지에서 출하된 우수한 품질의 제철 과일을
판매하는 마켓컬리와 협업하여 피크 시즌을 맞은 플로리다 자몽의
뛰어난 맛과 품질에 대해 알리고 플로리다 자몽을 이용한 레시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플로리다 자몽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획전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 채널 등에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지도 향상 및 매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2019 CMAB CIA Training & Winter Fancy Food Show
2019 캘리포니아유제품협회 CIA 연수 및 윈터 팬시 푸드 쇼 참가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CA & 샌프란시스코 Winter Fancy Food Show
2019년 1월 9 - 15일

캘리포니아유제품협회는 치즈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2019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업계를
대표하는 4분과 함께 캘리포니아 유제품 연수를 실시합니다. 참가자들은 치즈 교육을 통해
캘리포니아 치즈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유제품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본 행사는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연수 후, 2019년
캘리포니아 유제품의 활성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The Almond Board of California Participates in Dong-A Health Industry EXPO 2019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2019 동아 건강산업 박람회” 참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oex) C4 홀
2019년 1월 11 - 13일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 ABC)가 2019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동아 건강산업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본 행사는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장으로, 국내외 건강 관련 산업계 종사자들과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천연 식품인
아몬드의 뷰티 효능과 영양학적 이점을 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seoulabc@edelman.com)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19 U.S. Corn Crop Quality Seminar
2018/19 미국 옥수수 품질 세미나 및 신년 오찬리셉션
서울시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호텔
2019년 1월 15 - 16일
미국곡물협회는 2019년 1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19년 미국
옥수수 수확품질 보고 세미나 및 신년 오찬 리셉션을 각각 개최합니다. 올해는 미국곡물협회 Senior Director인 Cary
Sifferath와 Michigan 주 옥수수 생산자 대표인 Brian Kreps, 한국사무소 김학수대표가 2018/19년 산 옥수수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 옥수수 생산자의 생산 및 파종 전망과 2019년 국제곡물시장의 주요이슈와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료, 축산 및 옥수수 가공업계 관계자 분들과 2019년 새해 신년 인사회를 겸한오찬 리셉션을 가질
예정이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이영진과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2-720-1891,
seoul@grains.org)

Washington Wine Trade Tasting
미국 워싱톤주 와인시음회 개최
서울시 중구 태평로 더플라자호텔 서울
2019년 1월 24일
미국의 떠오르는 와인산지인 워싱톤주(State of
Washington) 와인협회가 주최하는 워싱톤주
와인시음회가 오는 1월 24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워싱톤주 와인업계를
대표하는 14개의 생산자가 약 10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워싱톤주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미국 내 2번째로 많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톤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은 워싱톤주를 짧은 시간내에
세계 최고급 와인의 산지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뉴월드 와인의 또 다른 정수를 보여줄 이번 행사에 와인 업계
전문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관사인 와인21로 문의주세요 (전화: 02-2241-4901).
시음 와이너리 명단: AniChe Cellars, Betz Family Winery, Charles & Charles, Crimson Wine Group, DeLille Cellars, Double
Canyon, K Vintners, , L'Ecole No 41, Matthews Winery, Milbrandt Vineyards, Pomum Cellars, Powers Winery, Ste.
Michelle Wine Estates, Seven Hills Winery

USA Rice Korea Website Update
USAR – 미국쌀협회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예정
2019년 1월중
미국쌀협회 (USA Rice)는 2019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탄생할
홈페이지는 2019년 1월 중 오픈될 예정이며 이전보다
더 편리한 구성과 높은 접근성을 선사할 계획이니
이용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Florida Grapefruit Retail Promotions
플로리다 자몽 리테일 프로모션
주요 리테일 체인 매장
2019년 1월 ~ 3월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는 제철 맞은 플로리다 자몽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주요 리테일 매장에서 시식 판촉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세계 최고 품질의 플로리다 자몽 인지도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Mom’s Club Florida Grapefruit Maternity Class
맘스클럽 플로리다 자몽 산모교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019년 2월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는 2월중 맘스클럽 산모교실을
통해 약 300여명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제철 맞은
플로리다 자몽에 대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메인에
설치된 플로리다 자몽 부스에서는 플로리다 자몽의 맛과
영양을 소개함은 물론, 태교와 임신 중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통해 플로리다 자몽의 영양적 혜택들을 강조함으로써 임산부들의 플로리다 자몽 인지도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Navel In-Store Promotion in 2019
2019 썬키스트 오렌지 시식행사
홈플러스,롯데마트, GS수퍼등 전국 주요 하이퍼마트 지점 2019년 2월 ~ 5월

썬키스트 코리아(Sunkist Korea)는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주요 하이퍼마트의 고객을 대상으로 썬키스트 오렌지
시식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unkist Lemon Promotion for 2019
2019 썬키스트 레몬 프로모션
홈플러스 주요 매장
2019년 3월중
썬키스트 코리아(Sunkist Korea)는 2019년 3월 중순에 홈플러스의 주요 지점에서 레몬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으로, 레몬
시음행사를 통해 겨울시즌 레몬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Korean Organic Food Buyers Delegation to NPEW 2019
2019년 Natural Product Expo West 박람회 한국유기농식품수입유통사 구매사절단 파견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2019년 3월 5 – 9일

주한미국농업무역관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시에서 열리는 2019년 Natural Product
Expo West박람회에 주요 유기농식품 수입유통사 바이어들로 구성된 구매사절단을
파견합니다. Natural Product Expo West박람회는 유기농 및 건강기능농식품
업계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전문 박람회로서,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모인 4,000개 이상의 업체가 가공용 원료로부터 소매용 완제품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장입니다. 본 전시회는 새로운 제품과 비지니스 아이디어를 찾고
계신 한국의 유기농 가공식품 바이어들에게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공급업체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전시회가 될 것입니다. 전시업체 및 제품 명단, 교육 세미나 스케줄 등 전시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www.expowest.com).

USMEF U.S. Meat Market Seminar
2019년 상반기 미국 육류 시장 세미나
2019년 3월 중 (잠정)
미국육류수출협회는 2019년 3월
(잠정) 상반기 미국 육류 시장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업계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육류시장 현황과 전망 및 국내
육류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
미국산 육류를 이용한 메뉴
테이스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American Quarter Horse Western Riding School
2019년 아메리칸 쿼터호스 웨스턴승마학교
경북 영천시 운주산 승마장
2019년 3월 18 – 4월 12일
주한미국농업무역관은 한국쿼터호스협회와 공동으로
웨스턴승마학교 2019년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운주산 승마장 및 지역
승마장에서 4주간 진행될 본 프로그램은 경북도에서
도입, 육성중인 미국산 쿼터호스(American Quarter
Horse) 품종마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웨스턴 스타일
승마기법 및 말조련법을 지역 육성농가 및 승마업계
전문인들에게 교육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경마 및
엘리트승마에 치우쳐있는 국내 말산업에 새로운 성장기반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프로그램에 이어 미국 플로리다주에 소재한 Wild Horsemanship Center의 Christopher Cook대표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쿼터호스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4-331-5583).

Pet Food Buyers Mission to Global Pet Expo
한국 무역 사절단 미국 글로벌 팻 엑스포 방문 (잠정)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2019년 3월 20 - 22일
미국농업무역관은 2019년 3월말 한국의 팻푸드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대표자를 모시고 Global Pet Expo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계획중입니다. 견학단은 미국의 반려동물 식품 및 관련 용품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제조업체 및
지역사회의 전문판매장 등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고 전시장에서는 공급업체들과 비지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신제품을
발굴할 것입니다. 미국농무부의 예산 지원으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예산편성이 확정되어 참가업체 모집이 가능하게
되면 개별 연락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수입사는 미국농업무역관으로
연락 주십시오 (담당: 전혜림, 02-6951-6845). ☞ 인터넷 홈페이지: www.globalpetexpo.org

Great American Craft Beer Showcase Seoul @ KIBEX 2019
2019년 한국국제맥주박람회 미국크래프트맥주 전시관 및 세미나 출품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 Center 전시장
2019년 3월 21 - 23일

주한미국농업무역관은 미국크래프트맥주협회 (The Brewers Association, BA)와
공동으로 한국국제맥주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Beer Expo, KIBEX)에
미국크래프트맥주 전시관 및 세미나를 출품합니다. KIBEX는 국내 유일의
크래프트맥주업계 전문지인 Beer Post가 공동 주최하는 맥주업계 전문박람회로
2019년 첫 행사가 개최됩니다. 미국크래프트맥주 전시관은 BA산하의 20개 소규모
전문 크래프트맥주업체들의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비교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미수입된 업체와의 무역상담 및 수입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박람회 기간에 개최되는 미국크래프트맥주 세미나는 BA
및 유명 크래프트 브루어리의 브루마스터의 연사를 초청하여 미국크래프트맥주 업계의 최신 트렌드 및 양조법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IBEX박람회 관련 정보는 전시메니지먼트사인 GMEG으로 문의주세요
(www.beerexpo.kr, 전화: 02-565-0501).

‘Homemade Meat Meal’ Channel Launching & Contents on Naver
네이버 ‘고기가정식’ 채널 개설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TV
2018 년 10 월 ~ 12 월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집밥의 대가 정미경 요리연구가와 함께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고기가정식’ 채널을 개설, 미국산
육류를 이용한 가정식 레시피 콘텐츠를 개발하여 네이버 지식백과의 요리백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고기가정식 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국산 육류에 대한 정보와 특장점을 전달하여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도 노출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소비자들의 꾸준한 검색과 이용을
통한 미국산 육류의 홍보효과가 기대됩니다.

USPGC In-Store Promotion
미국피칸협회 인스토어 프로모션
주요 리테일 매장 2018 년 10 월 ~ 12 월
미국피칸협회 (US Pecan Growers Council)는 지난 10 월부터 12 월까지 전국 주요
리테일 매장에서 미국 피칸 시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마트, 킴스클럽, 현대백화점,
AK Plaza, 홈플러스, 빅마켓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피칸을 맛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칸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문의: 신혜원, 02786-7703)

Fresh Produce Buyers Mission to the PMA Fresh Summit 2018
신선 청과 구매사절단 PMA 전시회 방문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2018 년 10 월 17 – 20 일
ATO Seoul 은 지난 10 월 17 일부터 20 일까지 국내 리테일 업체 도매 업체의 구매담당자로 구성된 구매사절단과 함께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열린 PMA Fresh Summit 2018 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PMA Fresh Summit 은
신선농산물마케팅협회(PMA)가 매년 주최하는 신선농산물박람회로,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박람회 참석을 통해 업계트렌드
파악, 업계 주요 업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신제품 파악, 공급자들과의 구매상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랜도에
위치한 대형 리테일러 및 로컬 슈퍼마켓을 방문하여 현지 제품 및 소비자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이 외에도 올랜도 근교의
Citrus 농장 및 패커를 방문하여 플로리다산 과일의 Supply Chain 을 견학하였습니다.

US Pork ShabuShabu Cooking Class
US PORK 흑돼지 샤브샤브 쿠킹클래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에렉스 (ELX) 쿠킹스튜디오
2018 년 10 월 12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미국산 프리미엄 육류의 저변확대와 다양한 활용법 제시를
위해 미국산 흑돼지를 이용한 샤브샤브 쿠킹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인플루언서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쿠킹클래스에서는 정미경 요리연구가가 미국산 목살과
삼겹살을 이용한 토마토소스를 넣은
이탈리아풍 샤브샤브와 들깨소스
샤브샤브 샐러드 등 이색적인 샤브샤브
요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미국산 프리미엄 흑돼지의 맛과 품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8 Samsung Welstory Food Festa
2018 삼성웰스토리 푸드페스타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컨벤션홀

2018 년 10 월 17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위탁급식 및 식자재공급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에서 개최한 ‘2018 삼성웰스토리 푸드페스타’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10 월 17 일 과천 렛츠런파크
컨벤션홀에서 하루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삼성웰스토리의 식자재 고객사 1,000 여 명이 참가, 50 여개
부스에 마련된 약 1,000 여개의 식자재 제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급식분야에서 주로
적용 가능한 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원육 뿐 아니라
식음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였으며, 미국육류수출협회 부스를 방문한 참관객들에게 미국산 육류를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 진행 및
홍보물과 기념품도 배포했습니다.

US Meat Seminar in Jeju
미국산 육류 제주 세미나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신라호텔 제주

2018 년 10 월 18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제주 지역 호텔, 레스토랑,
육류유통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10 월 18 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3 년째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산 육류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 미국산 냉장육에 대한 소개 및 국내에 활발히
유통되는 미국산 냉장 소고기 및 돼지고기 부위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으며, 국내 최대 맛집 검색 및 추천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망고플레이트’를 초빙해
그들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분석한
레스토랑의 육류 메뉴 및 소비자 선호 트렌드를

알아보고, 스마트폰 맛집 소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효과적인 레스토랑 마케팅 방법을 사례를 통해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Wine N’ Busker @ JW Marriott Dongdaemun Square
미국육류수출협회 와인앤버스커 프로모션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더 라운지 야외 테라스
2018 년 10 월 19 - 21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1 년에 두 번 동대문패션위크 기간 동안 진행되는
JW 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의 와인앤버스커 프로모션을 지원하였습니다. 10 월 19 일부터
21 일까지 3 일간 진행된 와인앤버스커는 시중에서
볼 수 없는 100 여종의 와인을 테이스팅 하며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이번
와인앤버스커에는 에디킴을 비롯한 실력파
버스킹밴드들의 공연과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다양한 스낵 메뉴를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California Walnut Commission Reverse Trade Mission
캘리포니아호두협회 주관 호두농장 방문 연수
미국캘리포니아주 일대
2018 년 10 월 22 - 27 일
캘리포니아호두협회가 주관하는 캘리포니아 호두농장 방문 연수가
지난 10 월 22 일~27 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캘리포니아호두협회가 매년 진행하는 <Product of the Year>
수상업체 관계자들과 캘리포니아호두 ‘Sales King’ 콘테스트에 선정된
현대백화점, 롯데 빅마트, 킴스클럽 담당자 등 업계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떠나는 연수로, 참가자들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호두산지인 캘리포니아 호두 농장과 관련 업체를 방문해
캘리포니아호두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최고품질의
캘리포니아호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의: 캘리포니아호두협회 한국지사, 02-543-9380 또는
www.walnuts.co.kr)

Youth Mentoring Class in Jeju @ Halla University
제주한라대와 함께하는 U.S. Meat 멘토링 클래스
제주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교
2018 년 10 월 24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식품 및 외식업계에서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한라대학교
조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함께 한 정성구셰프는 제주산 현지 식재료와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가공육 등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독창적인
조리법을 주제로 제주산 뿔소라를 곁들인 프라임급 미국산
채끝등심 스테이크, 까다로운 요리를 트렌디하게 해석한 미국산
스페어립 왕관오븐구이, 그리고 미국산 목전지와 프로슈토 햄으로
만든 살팀보카를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색다른 요리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Soy Oil Master Program_2018 Award
소이 오일 마스터 수료식
서울시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2018 년 10 월 25 일
미국대두협회(USSEC)는 식품산업에서 식용유지를 다루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난 7 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강좌와
인증시험을거쳐 콩기름 전문가를 양성하는 Soy Oil Master Program_2018 인증 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종사자
134 명이 등록하여, 인증시험을 거쳐 79 명의 제 1 기 Soy Oil Master 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을 축하하기 위한 Soy Oil
Master Program_2018 Award 를 마련하여 10 월 25 일에 수여하였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 Ronald Verdonk
농무참사관, Lynne Larrabee 농업무역관장, 한국영양학회 권오란 회장 등의 축사 및 High Oleic Soybean Oil 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Soy Oil Master 들에게 Soy Oil Master Certificate 와 기념품 등이 증정되었습니다. 미국대두협회는 Soy
Oil Master 들 중 우수 수료자들을 초청하여 내년 상반기에 미국 대두 생산 및 대두유 사용 현장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문의: 정지숙 부장, 02-720-8757 또는 jchung@ct.ussec.org)

USDEC Consumer/Influencer Cheese Class with JoongAng media
미국유제품수출협회 x 중앙일보 “미국 치즈 맛있게 먹기 토크콘서트”
서울시 동대문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2018 년 10 월 26 일
미국유제품수출협회(USDEC)에서는 미국산 치즈의 소개 및
치즈를 보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미국 치즈 맛있게 먹기’ 토크 콘서트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0 월 26 일에 열린 토크 콘서트에는 평소
치즈에 관심있는 100 여명의 소비자가 참석하였으며, 박준우
셰프가 미국 치즈의 종류와 치즈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고정아 가정의학과 원장은 치즈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및 치즈의 건강 효능에 대한 정보를 토크쇼 방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토크쇼 후, 참가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질문이
이어져 미국 치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USA Pavilion at Busan International Seafood & Fisheries Expo 2018
미국농업무역관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2018 참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 1 전시장
2018 년 10 월 31 일 – 11 월 2 일
미국농업무역관은 지난 10 월 31 일부터 11 월 2 일까지 3 일간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2018 에서 알래스카수산물마케팅협회 (ASMI) 일본 지사와 공동으로 미국수산물전시관을 출품, 운영했습니다. 전시기간
동안 미국수산물부스에서는 미국 각 지역의 수산물 정보뿐만 아니라 미국식품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동반
참가한 알래스카수산물 수출업체를 위한 무역 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교역알선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미국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CMAB 파파존스 메뉴 출시
캘리포니아유제품협회 파파존스 메뉴 출시
파파존스 전점
2018 년 11 월 중
캘리포니아유제품협회는 2018 년 11 월 파파존스에서 캘리포니아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한 “갈릭 페퍼 스테이크 피자” 겨울 신메뉴를 출시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모짜렐라 치즈, BBQ 마요소스, 갈릭 후레이크, 그릴드 비프가 함께
어우러진 피자로 모든 홍보물에 캘리포니아 유제품협회 로고 100%
캘리포니아 우유로 만들어진 자연산 치즈를 사용했음을 알렸으며
캘리포니아유제품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에서 캘리포니아 치즈를
사용한 다양한 메뉴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CMAB E-mart Online Promotion
캘리포니아유제품협회 이마트몰 프로모션
이마트몰

2018 년 11 월
캘리포니아유제품협회는 11 월
한달간 이마트몰에서
‘캘리포니아치즈 모음전’ 프로모션을
진행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치즈의
우수함 및 소비자가 구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Look for the Seal’
설명과 함께 스트링치즈, 페퍼잭치즈,
몬트레이잭치즈, 콜비잭치즈,
뮌스터치즈, 코티지치즈, 모짜렐라볼
등의 캘리포니아 치즈를
홍보하였습니다.

Mobile Recipe App ‘10000recipes’ Collaboration Videos
‘만개의 레시피’ 와 미국산 육류 레시피 영상 제작
만개의 레시피 앱, 이마트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018 년 11 월 ~ 12 월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누적 다운로드 700 만을 넘으며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레시피 어플 ‘만개의 레시피’와 협업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가공육을 이용해 집에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고기반찬 컨셉의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만개의 레시피 어플 뿐 아니라 이마트몰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었으며 미국산 차돌박이로 만든 차돌박이찜 영상은 업로드
된 지 3 일만에 48 만회 노출이 되는 등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고기 영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U.S. Wheat Crop Quality Report Seminar
2018 미국소맥품질작황보고 세미나개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2018 년 11 월 5 일
미국소맥협회는 2018 년도 미국소맥 품질작황보고 세미나를
11 월 5 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노스다코타 주립대 교수, 소맥품질자문위원회
(Wheat Quality Council) 부사장 및 미국소맥협회 서부지역 담당
부사장이 연사로 참석하여 국내 주요 제분사 및 관련업계
품질/구매 담당 임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2018/19 년도 세계
소맥의 수요와 공급, 미국 소맥 맥종별 수급 및 작황 현황 등을
브리핑하였으며, 특별히 금년에는 삼립, 농심, 빙그레, 팔도,
삼양식품 등 2 차 가공업자 분들의 많은 참석이 있었습니다.

USDA Agribusiness Trade Mission to Korea 2018
2018 미국 농업 무역 사절단 방한
2018 년 11 월 5 - 8 일
미국농무부 해외농업청이 주관하고 미국중서부/동북부식품수출협회 및 미국서부농업무역협회가 후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업무역사절단이 지난 11 월 5 일부터 8 일까지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 생산, 공급되는 일반가공식품,
건강식품 및 낙농제품, 견과류, 음료, 와인, 크래프트 맥주, 과일, 곡물, 사료 및 종자, 목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공급하는
총 45 개 업체들로 구성된 본 농업무역사절단은 방문 기간 동안 국내 수입 및 유통, 식자재, 소매업체 관계자들와 총
185 개의 개별 비지니스 상담을 진행했으며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을 통해 양국의 수입ㆍ수출업체 간에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업체 문의: 미국 농업 무역사절단 사무국, 02-786-7701)

Wheat and Flour Utilization Short Course
소맥과 소맥분 활용에 관한 단기교육
한국제분협회 회의실 2018 년 11 월 8 - 9 일
미국소맥협회에서는 한국 밀 관련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과
밀의 기초적인 지식을 기반으로현장에서의
응용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자 "소맥과 소맥분의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제분을 비롯한 국내
제분사 품질 관련 신입사원, 농심을 비롯한
2 차 가공업체의 연구소 직원 및 한국 제과학교 성인반 학생들이 참석하였으며, 밀의 기본개요, 제빵원료의 기능적 특징,
미국산 원맥을 이용한 제품 품질 개선사례 및 통밀의 기본과 영양학적 이점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참좋은 SF 의 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인 강희문 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제분과 제면 관련 밀가루 특성'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USAPEEC @ 2018 Seoul Café Show
미국가금류수출협회, 2018 서울카페쇼 참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2018 년 11 월 8 - 11 일
미국가금류수출협회 (USA Poultry & Egg Export Council)는 지난 11 월 8 일 -11 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전시홀(Hall
A~D,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8 년 서울 카페쇼 (Seoul Cafe Show)에 참가하여 양질의 미국산 닭고기와 터키,
가공계란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카페쇼는 8~9 일 업계 종사자 대상, 10~11 일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 총 4 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전시 기간 동안 2,500 여명이 넘는 카페 및 베이커리 업계 종사자 및 운영자, 식품 업계 종사자, 일반
참관객들이 미국가금류수출협회 부스를 방문하였습니다. 특별히 미국가금류수출협회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국계란협회
단독부스를 설치하여 카페 및 베이커리 메뉴에 적용할 수 있는 가공 액상 및 분말 계란제품으로 만든 베이커리 메뉴들을
선보였으며, 가공 분말 계란으로 머랭쿠키 반죽을 담당 쉐프가 직접 시연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미국가금류수출협회
부스에서는 터키 브레스트 햄을이용한 ‘터키 브레스트 햄 꼬치’와 훈제 칠면조 다리를 시식 메뉴로 부스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미국산 가공 제품을 이용한 레시피 책자도 함께 배포하며 참관객들의 많은 문의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국산 가금류 및 계란 가공제품에 대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가금류수출협회 한국지사 (02-543-9380 내선 3 또는
amy@sohnmm.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SMEF @ 2018 Seoul Café Show
미국육류수출협회, 2018 서울카페쇼 참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2018 년 11 월 8 - 11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11 월 8 일~11 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커피, 차, 베이커리, 디저트 전시회인 서울 카페쇼
2018 에 참가, ‘US Ham, Sausage, Bacon’이라는 주제로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전시 및 시식 이벤트를 진행하고
미국육류수출협회 부스를 방문한 카페 및 베이커리 사업자 또는
창업 예비자들에게 다양한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 및
공급업체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SNS 포토
이벤트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8 U.S. Soy Buyers Outlook Conference
2018 미국산 대두 작황 보고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JW Marriott Seoul
2018 년 11 월 9 일
미국대두협회(U.S. Soybean Export Council)는 2018 년도에 수확한 미국산 대두의 품질, 작황 및 시황에 대한 보고회를
11 월 9 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본 보고회에는 국내 대두 및 대두유 가공업계, 식품, 사료업계의 구매 및 품질 관리 담당자들
90 여명이 참석하여 2018 년 수확된 대두의 품질과 2018/19 대두 수급 및 가격전망, 미국대두 지속가능성의 활용에 대한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United Soybean Board, American Soybean Association 의
이사 세 분이 참석하여 올해 대두 생육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의: 정지숙 부장, 02-720-8757 또는
jchung@ct.ussec.org)

2018/19 U.S. & World Feed Grain Trade Seminar
국제 사료곡물 및 DDGS 수급 전망 세미나 개최
서울시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 그랜드볼룸
2018 년 11 월 14 일
미국곡물협회(USGC)는 지난 11 월 14 일 (수)에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한국사료협회와 공동으로 2018/19 년 국내외
사료산업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본 세미나는 매년 한국사료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로 국제곡물시장 분석 전문가인 ProExporter Network 의 Martin Ruikka 와 Stone Arch 의 Joe Caruso 를 초청하여
최근 미ㆍ중 통상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2019 년 국제사료 곡물시장과 DDGS 시장의 수급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과장과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남종 박사,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윤재웅 전문연구원 등 국내 전문가들이 내년도 축산 및 사료산업 정책과 외환시장 동향 및 해상운임 시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2019 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내 사료, 축산 및 옥수수 가공업계 관계자 약
200 명이 참석하여 국제 곡물시장을 비롯한 국내외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발표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진과장
02-720-1891, seoul@grains.org)

2018 Fall U.S. Meat Market Seminar
미국육류수출협회 2018 하반기 육류세미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JW Marriott Seoul
2018 년 11 월 15 일
미국육류수출협회 하반기 미국 육류 세미나가 11 월 15 일 JW
메리어트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마다
한국 사회의 소비 흐름을 전망해 온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모시고 2019 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들어보는 한편, 삼성선물리서치센터 정미경 센터장에게 미국의 육류 수급 현황 및 가격 전망 및 국내외 경제 및 금융
현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여 업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소중한 정보가 공유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US Processed Pork Cooking Class
미국산 돼지고기 수제 가공품 쿠킹클래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에렉스 쿠킹스튜디오
2018 년 11 월 20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고급 수제 가공품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US PORK 수제 가공품 쿠킹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서래마을 르지우의 정호균 셰프, 서래마을 레스트로의 장지수 셰프. 두
스타셰프가 오전/오후로 나뉘어 수제가공품 전문점 소금집의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활용한 레시피를 제안한 가운데 정호균 셰프는 미국산
초리조 소시지를 이용한 마라크림파스타와 미국산 카피콜라를 이용한
라이스페이퍼햄쌈을, 장지수 셰프는 미국산 초리조 소시지를 이용한
로톨로 파스타와 미국산 카피콜라를 이용한 메밀 갈레뜨를 선보였으며 두
셰프의 완성도 높은 요리에 참가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의 새로운 맛과 활용 레시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American Beef Special Week
아메리칸 비프 스페셜 위크
인터파크 (www.interpark.co.kr)
2018 년 11 월 26 일 - 12 월 2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와
함께 1 주간 ‘American Beef Special Week’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매월 4 째주 인터파크의 신선제품 행사기간인
Fresh Week 기간에 맞춰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척아이롤을
비롯한 미국산 소고기의 다양한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였으며 특히, 최근 높아진 소비자 취향을 타겟으로 미국산
프라임 등급 소고기 및 드라이에이징 소고기 제품이
판매되었고, 행사기간의 구매고객들께는 소고기 요리에
사용가능한 소스 등의 사은품도 제공되었습니다.

U.S. Potato Menu Seminar
미국산 감자를 활용한 메뉴 세미나
현대카드 쿠킹라이브러리
2018 년 11 월 27 일

지난 2018 년 11 월 27 일, 현대카드 쿠킹라이브러리에서 미국산
생감자, 건조감자, 냉동감자를 활용한 한식 메뉴 제안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던 코리안 음식의 유명 세프인 김민지 세프님과
함께 업계 관계자 및 세프님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산 감자를 활용할 수 있는 한식메뉴를 맛보고
즐길 수 있었으며 본부 마케팅 담당자이자 세프 출신인 RJ Harvey
가 방한하여 직접 세미나 현장에서 미국산 감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미국산 생감자의
시즌을 맞이하여 제안한 감자만두, 감자밥 등은 미국산 감자의
포슬포슬한 식감을 잘 드러내주는 메뉴 제안이었습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미국감자협회 한국지사 (전화: 02-5439380 또는 www.potatoesusa-korea.com)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MAB Homeplus Cooking Class
캘리포니아유제품협회 홈플러스 문화센터 쿠킹클래스
서울시 & 인천시 홈플러스 문화센터 10 개점
2018 년 11 월 ~ 12 월
캘리포니아유제품협회는 지난 11 월부터 12 월까지 두 달 간 홈플러스 문화센터
10 개점에서 캘리포니아 치즈를 이용한 키즈 쿠킹클래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홈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캘리포니아 스트링치즈, 마일드체다, 콜비잭치즈를 고루
사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치즈볼, 치즈 카나페, 치즈토마토그라탕
등을 만든 후, 사용된 치즈를 선물 증정하여 가정에서도
캘리포니아치즈를 이용하여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이번 쿠킹클래스에서는
소비자들에게캘리포니아치즈가 홈플러스 및 주변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매 가능하다는 점과 RCM 씰(Real California Seal)이
100% 캘리포니아 우유로 만들어진 천연 치즈로 아이들에게
유익한 치즈라는 점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USDEC Korean Cuisine Innovation with Min’s Kitchen and SG Dinehill
미국유제품수출협회 코리안 퀴진 이노베이션 x 민스키친, SG 다인힐
민스키친 & SG 다인힐
2018 년 12 월
미국유제품수출협회(USDEC)는 미국산 치즈의 다양성 및 한식 메뉴에의
적용 가능성을 알리고자, Korean Cuisine Innovation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스 키친에서는 다양한 미국산 치즈와 모던 한식과의
어울림을 알릴 수 있도록 미국산 브라따치즈, 몬트레이잭치즈, 파마산치즈,
페퍼잭치즈, 마스카포네치즈를 적용한 7 코스 한식 메뉴를 12 말까지
판매하였고, 한국식 구운 고기와 잘어울리는몬테레이잭과 페퍼잭으로 만든
매콤하고 진한 치즈 소스를 투뿔등심, 로스옥에서 12 월 21 일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USMEF Collaboration Videos with Cooking Youtubers
미국육류수출협회 인기 요리 유튜버와 콜라보 영상 제작
https://youtu.be/2Acytd5deoM 등
2018 년 12 월
미국육류수출협회는 20-30 대 젊은 층들이 집에서 요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산 가공육 제품을 주제로한 홈파티 컨셉으로 인기 요리 유투버들과 협업하여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민경장군(방송인 김민경)을 포함해, 얌무, 신쿡 등 20 만명 이상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요리 유투버 5 명을 선정, 다양한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육을 이용하여 요리하여 시식까지 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Launching American Meat Story Consumer Website
미국육류수출협회 소비자 사이트 ‘아메리칸미트스토리’ 런칭
www.americanmeat.co.kr
2018 년 12 월
미국육류수출협회는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미국산 육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존에 비프스토리와 포크스토리로 나누어져 있던 사이트를
통합 리뉴얼하여 아메리칸미트스토리 (americanmeat.co.kr)’로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아메리칸미트스토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고기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고기 부위별, 조리 방법, 요리 종류에 따라 다양한 고기
레시피를 선별하여 제공하며 유명 셰프, 요리 연구가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쿠킹클래스와 다양한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도 꾸준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소비자사이트의 런칭 기념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품도 제공하였으며, 기존의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홈페이지(www.usmef.co.kr) 역시 아메리칸미트스토리와 별도로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USDEC US Whey Protein Health and Application Seminar with Monthly Nutriand
뉴트리앤과 함께하는 미국유청단백질 헬시 세미나
서울시 강남루 삼성동 에렉스 쿠킹 스튜디오
2018 년 12 월 5 일
미국유제품수출협회(USDEC)는 영양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국유청단백질 헬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 부에서는
박용우 교수를 초빙하여 미국산 유청단백질의 설명과 유청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하는 이유를 나이대별로 재미있게
강의하였으며, 2 부에서는 이난우 요리연구가의 ‘미국산 유청단백질 맛있게 먹는 레시피’ 시연 및 시식으로, 제철 식재와
유청단백질을 활용한 메뉴로 무생강죽, 된장물김치, 불고기 떡샌드위치를 선보였습니다. 행사 후 설문조사 결과 미국산
유청단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어 유익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U.S. Barley Market & Beer Industry Trends Seminar
미국 식용 보리 및 맥아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현장컨설팅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즈 호텔 아라룸
2018 년 12 월 6 - 7 일
미국곡물협회(USGC)는 지난 12 월 6 일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미국의 보리시장과 맥주산업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식품업계와 곡물 수입유통업체, 맥주 업계와 관련 언론사 관계자 60 여명이 참가한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McKay Seed 사의 대표인 Dan McKay 와 마케팅이사인 Bryce McKay 가 미국산 식용 보리의 다양한 특성과 우수성,
미국산 식용보리의 수출 및 유통 상황에 대해 발표했고, Malteurop 사의 기술이사로 28 년의 Malster 경력을 가진 MaryJane Maurice 가 미국의 맥주산업의 트렌드 및 미국산 맥아의 수출 및 유통에 관한 최신 정보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본
세미나를 통해 다이어트 및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베타글루켄 함량이 높은 보리 품종과 일본의 미국산 보리 소비 확대
사례 및 세계 맥주업계의 트렌드 변화와 수제맥주 업계의 동향 등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미나에 이어 12 월 6 일과 7 일 양일에 걸쳐 식용보리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맥주원료의 수입에 관심 있는 국내
식품업계 및 맥주업체들과의 개별 컨설팅을 통해 미국산 보리의 수입원료 수입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 세미나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이영진과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2-7201891, seoul@grains.org)

US Chilled Beef Welcome Festival
미국산 냉장우육 웰컴 대전
미트박스 (www.meatbox.co.kr)
2018 년 12 월 7 - 20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온라인 B2B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인
미트박스와 ‘미국산 냉장우육 웰컴대전’ 프로모션을 2 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미트박스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2 월 7 일부터 2 주간 진행된 이 프로모션을 통해
미트박스 고객사를 대상으로 미국산 냉장 소고기 판매를
촉진하고 구매액을 평가하여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최근 3 개월 동안 미국산 냉장 소고기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처음 구매하는 고객들을 별도로 선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함으로써 미국산 냉장 소고기의 기존 사용자 뿐만
아니라 신규 사용자를 늘리는 취지의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Sunkist Packing House Visit Program in 2018
2018 썬키스트 패킹하우스 방문
미국 썬키스트 패킹 하우스
2018 년 12 월 10 – 13 일
썬키스트 코리아(Sunkist Korea)는 12 월 10 일부터 13 일까지 주요 거래처 및 수입사 직원을 초청하여 썬키스트의 주요
패킹하우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산지에서 직접 썬키스트의 품질 관리 방법을 관람하고 오렌지의 상태 및 품질을
확인하며 2019 년의 작황 예상 등을 공유하였으며, 주요 거래처 분들과 썬키스트 양자에게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California Prune Board Sponsors Mom’s Club Maternity Class
캘리포니아 푸룬 협회와 함께하는 임산부를 위한 올바른 영양관리 방법
현대백화점 목동점 문화홀
2018 년 12 월 11 일
캘리포니아 푸룬 협회는 지난 12 월 11 일, 산부인과 전문의를 초청하여
임산부들에게 올바른 영양관리 방법과 푸룬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50 명의 임산부가 초청된 가운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와 전반적인
건강관리법 특히, 임신부의 충분한 섬유질 섭취의 중요성과 함께
푸룬의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캘리포니아 푸룬
협회는 푸룬이 임산부에게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라는 점을 알리고
지속적인 캘리포니아 푸룬 섭취를 장려하였습니다.

The Almond Board of California Hosted “Almond Beauty Studio” as a Consumer Event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소비자 대상 팝업 부스 “아몬드 뷰티 스튜디오” 오픈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2018 년 12 월 11 - 12 일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 ABC)는 지난 12 월 11 일, 12 일 양일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팝업 부스 “아몬드 뷰티 스튜디오” (Almond Beauty Studio)를 오픈하고 20~30 대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의 캠페인 “아몬드, 유어 뷰티 시크릿” (Almonds, Your
Beauty Secret)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행사 기간 팝업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아몬드 스토리 존과 뷰티 시크릿 퀴즈
존, 포토 스튜디오 등에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뷰티 간식 아몬드의 영양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아몬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별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들에게는 아몬드 뷰티 시크릿
스탬프를 부여하고, 스탬프를 모두 모은 이들에게는 캘리포니아 아몬드의 뷰티 파우치와 아몬드 보틀 등 풍성한 경품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체험 행사 첫날인 11 일에는 현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아몬드 뷰티 멘토인 스타 필라테스 강사

‘강현경’과 뷰티 크리에이터 ‘민가든’이 체중 조절과 피부 관리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US Pecans at TV Show
미국피칸협회 tvN ‘’수미네 반찬” 제작 지원
2018 년 12 월 12 일
미국피칸협회 (US Pecan Growers Council)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국 피칸과 피칸 활용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tvN 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수미네반찬’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하였습니다. 매주 화제성을 가지고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본 프로그램과 함께 함으로써 피칸을 더욱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방송에서는 미국산
피칸을 활용한 “피칸 멸치볶음
(https://m.tv.naver.com/v/4763026)” 과 “피칸 옥수수 빠스”라는 새로운 메뉴가 소개되었습니다. (문의: 신혜원, 02-7867703)

2018 Noodle Flour Blending & Quality Seminar
제면용 소맥분 품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2018 년 12 월 12 일
미국 소맥협회는 면류의 연구활용 및 제분의 품질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면용 소맥분 품질향상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소맥의 최근 5 년간 품질지표 현황에
대한 브리핑, 면류의 새로운 품종 소개에 이어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의 '제면 품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농심, 팔도, 샘표, 풀무원 등 국내 주요 면류회사 연구진 뿐만
아니라 제분회사 품질팀장들이 참석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perience Today’s U.S. Soy Advantage Seminar
2018 한미 대두교역 세미나
The Westin Chosun Seoul
2018 년 12 월 12 일

미국대두협회(U.S. Soybean Export Council)는 미중 무역갈등 등
미국산 대두의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산업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미 대두교역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미국산 대두 및 대두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미국
대두업계의 노력과 현재 미중 무역갈등으로 야기된 교역환경의 변화로
미국산 대두를 좋은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논의 되었는데
USSEC CEO Jim Sutter, 대두 경작자 대표 및 공급사 등이 참석하였고,
주한미국대사관 Harry Harris 대사의 한미교역의 중요성에 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문의: 정지숙 부장, 02-720-8757 또는
jchung@ct.ussec.org)

U.S. Turkey Breast Ham Salad at Yoga Journal Live 2018 in Busan
요가저널라이브 2018: 미국가금류수출협회, 미국산 터키 브레스트 햄 샐러드 선보여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전시장
2018 년 12 월 15 – 16 일
미국가금류수출협회 (USA Poultry &
Egg Export Council)는 지난 12 월
15 일부터 16 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요가저널라이브 2018 에
참여했습니다. 요가저널라이브는 미국
요가저널 본사가 미국 지역
샌프란시스코, 뉴욕, 샌디에고 등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하는 대표 요가
이벤트로 이번엔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미국가금류수출협회는 강의시간마다 미국산 터키 제품,
구매방법, 레시피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밖에 미국가금류수출협회는 행사장 내에 부스를 설치하여
미국산 터키 햄을 활용한 샐러드를 레시피와 함께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체중관리와 웰빙에 관심이 많은 요가
강사와 수련생으로 구성된 행사참가자들은 미국산 터키 브레스트 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협회 측이 준비한 터키
브레스트 햄 샐러드가 조기 소진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가금류수출협회 부스에서는 메뉴 샘플링 외에 미국산 터키 제품
안내서, 터키 레시피, 터키 햄 메뉴, 구입처 정보를 제공하였고, 시식 후 높은 만족도로 직접적인 터키 햄 구매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18 CWC Product of the Year
캘리포니아호두협회 2018 올해의 호두 제품상 수상식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아이리스>룸
2018 년 12 월 18 일
캘리포니아 호두협회가 매년 주최하는‘Product of the Year
2018’이 지난 12 월 18 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2 층 아이리스 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캘리포니아
호두를 사용해 주목할 만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는 캘리포니아 호두로 만든
던킨도너츠의 첼시 바이브 월넛 헤븐 음료, 현대그린푸드의
그리팅 소프트 호두 조림, 솔푸드의 아띠몽 쌀 호두 과자,
엘투씨 F&B 의 허니 월넛 크림 모노 치즈가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농업무역관 관계자들을 포함해
업계 관계자 및 언론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수상 업체들을
축하했습니다. 수상자들은 2019 년에 캘리포니아 호두협회에서 주관하는 호두 농장 연수를 떠날 예정입니다.

California Walnut Cooking Class in Jeju
캘리포니아호두를 활용한 디저트 제주도 쿠킹클래스
제주자치도 제주시 소이쿠킹학원
2018 년 12 월 27 일
캘리포니아호두협회는 2019 년 황금돼지띠 새해
기념 디저트 쿠킹클래스를 지난 12 월 27 일
제주도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제주도 내에 다양한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제주도 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김영빈
요리연구가 선생님과 함께 캘리포니아 호두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 3 종을 직접 만들고
시식하였으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캘리포니아호두를 활용한
메뉴들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특산물인
귤과 에일을 활용하면서도 캘리포니아호두가 잘 어울릴 수 있는 메뉴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캘리포니아호두협회 한국지사 (전화: 02-543-9380 또는 www.walnuts.co.kr)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U.S Fresh Potato Homeplus Retail Promotion
홈플러스 미국산 생감자 시식 행사 지원 프로모션
홈플러스 중부 & 남부 지역 총 25 개 매장
2018 년 12 월 27 - 28 일

이번 시즌부터 미국산 생감자가 무역 규제 완화로 인해 한국으로 수입
시작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직접 미국산 생감자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감자협회에서는 소비자들이 미국산 감자에 대해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식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 월 27, 28 일 이틀간 홈플러스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 지점에서 미국산
생감자 시식 행사가 진행되어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인 미국산 감자를
소비자들이 시식하며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미국감자협회 한국지사 (전화: 02-543-9380 또는
www.potatoesusa-korea.com)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기 (2019 년 1~3 월) 미국내 개최 식품관련 전시회 일정 안내>



















National Western Stock Show and Rodeo
2019 Winter Fancy Food Show
Gulf States Horticultural Expo
ASTA’s Annual Vegetable & Flower Seed Conference
The Convenience Distributors Marketplace 2019
Food Processing Expo 2019
International Production & Processing Expo (formerly International Poultry Expo)
NAHB International Builders’ Show
Houston Livestock Show and Rodeo
31st National Fiery Foods & Barbecue Show
International Restaurant & Foodservice Show of New York
Natural Products Expo West
Seafood Expo North America
Global Pet Expo
Duty Free & Travel Retail Summit of the Americas (formerly Duty Free Show of the Americas)
Nightclub & Bar Show 2019
SNAXPO 2019

National Western Stock Show

Denver, CO

January 12 - 27

and Rodeo

National Western Stock Show
4655 Humboldt Street
Denver, CO 80216
Tel: 303-297-1166
Fax: 303-292-1708
Website: www.nationalwestern.com

2019 Winter Fancy Food Show

San Francisco, CA

January 13 - 15

Specialty Food Association
136 Madison Ave, 12th Floor

New York, NY 10016
Tel: 212-482-6440 Ext.137
Fax: 212-482-6459
Website: www.specialtyfood.com
Gulf States Horticultural Expo

Mobile, AL

January 31 –

Gulf States Horticultural Expo, Inc.

February 1

P.O. Box 47
Auburn, AL 36831-0047
Tel: 334-502-7777
Fax: 334-502-7711
Website: www.gshe.org

ASTA’s Annual Vegetable &

Orlando, FL

February 1 - 5

Flower Seed Conference

American Seed Trade Association
1701 Duke Street, Suite 275
Alexandria, VA 22314-3415
Tel: 703-837-8140
Fax: 703-837-9365
Website: www.amseed.org

The Convenience Distributors

San Antonio, TX

February 11 - 13

Marketplace 2019

Convenience Distribution Association
11311 Sunset Hills Road
Reston, VA 20190
Tel: 703-208-3358
Email: info@cdaweb.net
Website: www.cdaweb.net

Food Processing Expo 2019

Sacramento, CA

February 12 - 13

California League of Food Processors
2485 Natomas Park Drive, Suite 550
Sacramento, CA 95833
Tel: 916-640-8150
Fax: 916-640-8156
Website: www.clfp.com

International Production &

Atlanta, GA

February 12 - 14

U.S. Poultry & Egg Association

Processing Expo (formerly

1530 Cooledge Road Tucker

International Poultry Expo)

Atlanta, GA 30084
Tel: 770-493-9401
Fax: 770-493-9257
Website: www.ippexpo.com

NAHB International Builders’

Las Vegas, NV

February 19 - 21

Show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1201 15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05-2800
Tel: 202-266-8689
Fax: 202-266-8104
Website: www.buildersshow.com

Houston Livestock Show and
Rodeo

Houston, TX

February 25 -

Houston Livestock Show and Rodeo

March 17

P.O. Box 20070
Houston, TX 77225-0070

Tel: 832-667-1103
Fax: 832-667-1134
Website: www.rodeohouston.com
31st National Fiery Foods &

Albuquerque, NM

March 1 - 3

Barbecue Show

Sunbelt Shows, Inc.
P.O. Box 4980
Albuquerque, NM 87196
Tel: 505-873-8680
Fax: 505-877-8579
Website: www.fieryfoodsshow.com

International Restaurant &

New York, NY

March 3 - 5

Clarion UX

Foodservice Show of New

35 Nutmeg Drive, Ste. 125

York (co-located with Healthy

Trumbull, CT 06611

Food Expo New York & Coffee

Tel: 800-318-2238

Fest)

Fax: 203-242-8120
Website: www.urban-expo.com

Natural Products Expo West

Anaheim, CA

March 5 - 9

New Hope Network
1401 Pearl Street
Boulder, CO 80302
Tel: 303-390-1776
Fax: 913-514-7014
Website: www.expowest.com

Seafood Expo North America

Boston, MA

March 17 - 19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Boston Seafood

P.O. Box 7437

Show)

Portland, ME 04112-7437
Tel: 207-842-5500
Fax: 207-842-5503
Website:
www.seafoodexpo.com/north-america

Global Pet Expo

Orlando, FL

March 20 - 22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255 Glenville Road
Greenwich, CT 06831
Tel: 203-532-0000
Fax: 203-532-0551
Website: www.globalpetexpo.org

Duty Free & Travel Retail

Orlando, FL

March 24 - 27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irport

Summit of the Americas

Duty Free Stores

(formerly Duty Free Show of

2025 M Street, NW. Suite 800

the Americas)

Washington, D.C. 20036-3309
Tel: 202-367-1184
Fax: 202-429-5154
Website: www.iaadfs.org

Nightclub & Bar Show 2019

Las Vegas, NV

March 25 – 27

Questex Worldwide Headquarters
275 Grove St. Suite 2-130
Newton, MA 02466

Tel: 800-247-3881
Fax: 662-236-5541
Website: www.ncbshow.com
SNAXPO 2019

Orlando, FL

March 31 – April 2

SNAC International
1600 Wilson Blvd., Suite 650
Arlington, VA 22209
Tel: 703-836-4500
Fax: 703-836-8262
Website: www.snacintl.org

ATO News 를 신규로 받아 보길 원하시는 분이나, 기존 독자 분 중 더 이상 수신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을
팩스(02-720-7921)나 이메일 (atoseoul@state.gov)로 보내주세요.
◈ ATO Newsletter 발송을 신청합니다. (

)

◈ ATO Newsletter 발송 주소가 변경 되었습니다. (
◈ ATO Newsletter 수신 해지를 요청합니다. (

)
)

※ 해지를 요청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양식 중 1-4 번 항목까지만 기입해 주세요.
1. 성명 (Name)
2. 직위 (Title)
3. 회사 (Company)
4. 전화 (Phone)
5. 핸드폰 (Cell Phone)
6. 팩스 (Fax)
7. 이메일 (E-mail)
8. 홈페이지 (Web)
9. 회사 주소 (Address)

10. 취급품목 (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