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행사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미국농업무역관으로 연락주세요 .

본 소식지에 게재된 행사 계획은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제빵용 맥분 개발팀 미국 연수
2019 Korea Baking Study Team to US
Wheat Marketing Center, Portland, OR
2019 년 6 월 30 일 - 7 월 6 일
빵류의 프리미엄 제품 요구의 증가 및 건강과 영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미국소맥협회 주체로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Wheat Marketing Center 에서 미국산
밀가루를 소재로 2019 Korea Baking Study Short Course 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롯데 중앙연구소 제빵 개발자,
대선제분 연구 담당 실무자 및 파주에서 여러개의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과 기능장이자 베이커리 대표가 참여하여 미국산
맥분을 이용한 식빵, 한국식 바게뜨, 피자 및 스폰지 케이크 제품에
대한 블렌딩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제빵용으로 우수한 미국산 원맥의 품질 안정성에 대한 정보 및 각 class 별 원맥의 특성, 그리고 밀가루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orthwest Cherry Day Media Promotion
미국북서부체리협회 미국산 체리데이 미디어 행사
2019 년 7 월 2 일
7 월 2 일 체리데이를 맞아 미국북서부체리협회(NWCG)에서는
미디어 포토행사를 개최합니다. 유명 체리 홍보대사를 초청하여
일간지 및 월간지에 소개하며 체리를 이용하여 만든 브런치 및
새로운 메뉴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 7 월에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서 체리 트럭 행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의: 박선민 부사장, 02-786-6684)

2019 BIO World Congress Team
2019 세계 바이오 산업 컨퍼런스 참가
2019 년 7 월 7 - 12 일
미국곡물협회(USGC)는 오는 7 월 7 일부터 12 일까지
미국 아이오와주 드모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산업 컨퍼런스인 2019 BIO World Congress 에
국내 바이오 연료 및 환경 관련 관계자 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미국과 세계의
다양한 바이오 산업 동향과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바이오 플라스틱 등 미래의
유망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Korea Biotech Safety/Risk Evaluation Committee Team
생명공학제품 심사단 미국 규제기관 및 생명공학 산업 현장 방문
2019 년 7 월 14 – 21 일
미국곡물협회(USGC)는 오는 7 월 14 일부터 7 월 21 까지
농업진흥청 및 식약처 산하 생명공학제품 심사단을 초청하여
미국의 생명공학 관련 규제기관 (USDA, FDA, EPA)과 협력방안
모색, Biotech 종자개발 회사, 옥수수 생산농가 및 생산 협회 및
유관 협회를 방문 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참가자들은
미국의 새로운 육종 기술에 대한 규제방안, 세로운 표시제도 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 당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생명공학 종자개발
상황과 재배, 유통 및 국제 교역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생명공학제품 심사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California Almonds on Infotainment TV Show <The Lord of the Thumb>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MBN 예능 프로그램 <엄지의 제왕> 제작 지원
방송 회차 및 일시: (339 회) 2019 년 7 월 16 일 (화) 20 시 30 분 방영 예정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 ABC)가 국내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몬드의 다양한 영양학적
이점 가운데 비타민 E 의 효능을 알리기 위하여 MBN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엄지의 제왕>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데에 항산화제인 비타민 E 섭취가 중요함을 안내하고, 천연 식품이자 간편한 솔루션으로 하루 한 줌 아몬드
섭취를 추천하며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아몬드 강정’과 매끈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아몬드
스크럽’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방송 일시는 2019 년 7 월 16 일(화) 20 시 30 분으로 MBN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seoulabc@edelman.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US Pork Sausage Sampling @ MBC WATERBOMB 2019
‘미쿡쏘세지는 확실한 행복’ 시식행사 @MBC 워터밤 2019
잠실종합운동장 특설링
2019 년 7 월 20 - 21 일 (2 일간)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여름 대표 음악 페스티벌인 ‘워터밤 2019’ 에 참가하여 미국산 소시지 시식행사를 진행합니다. 워터밤
2019 는 현아, 청하, 사이먼 도미닉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물총싸움이라는 컨셉으로 예매에서부터 큰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행사로,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미국산 소시지 시식과 함께 SNS 사진 업로드 이벤트,
게임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다채로운 놀거리를 제공하여 미국산 소시지의 맛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여름의 즐거운
분위기에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CA Prune Board Attends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Symposium
캘리포니아푸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학술대회 참가 예정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
2019 년 7 월 25 - 26 일
캘리포니아 푸룬 협회는 오는 7 월 25 월부터 26 일까지 약 2 일간 개최 될 전국영양사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캘리포니아
푸룬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창립 50 주년을 맞은 전국영양사학술대회는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국의 영양사 및 영양교사,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과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해당 학술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푸룬 협회는 부스참여를 통해 캘리포니아 푸룬의 맛과 영양을 알리며 다양한 영양효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성인과 노인들의 식단에 캘리포니아 푸룬을 포함시켜야 하는 점이 중점적으로
홍보될 예정입니다.

2019 Sunkist Lemon On-Line Promotion
2019 썬키스트 레몬 온라인 프로모션
2019 년 7 월중
썬키스트 코리아(Sunkist Korea)는 19 년 7 월에 온라인 마켓에서 레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계획중입니다. 사은품은 레몬과 씨트러스에서 미스트를 만들어내는 레몬 미스티입니다.

USHBC Fresh/ Frozen Blueberry Promotion 2019
미국하이부시블루베리협회 2019 년도 미국산 블루베리 프로모션
2019 년 7 월 ~ 9 월
미국하이부시블루베리협회 (USHBC) 는 미국산 생
블루베리 시즌을 맞이하여 블루베리에 대한 홍보활동 및
리테일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프로모션은 크게 1) 국내
주요 미디어 홍보활동, 2) 소셜미디어와
블로그(www.usblueberries.co.kr)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 3) 리테일 프로모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특히 7 월부터 8 월까지는 미국산 생 블루베리에
집중하여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전/이후에는
냉동 제품 프로모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 02-786-7703)

WUSATA Korea Consumer Oriented Inbound Trade Mission to OR & HI
미국서부농업무역협회 식품사절단 미국 오레곤 주/ 하와이 주 방문
2019 년 7 월 28 일 - 8 월 4 일

미국서부농업무역협회(Western United States Agricultural
Trade Association)는 오레곤 주와 하와이 주 농무부
공동으로 WUSATA Korea Consumer Oriented Inbound
Trade Mission to OR & HI 2019 을 통해 한국의 주요
바이어들을 오레곤 주와 하와이 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6 월과 비슷하게 바이어 사절단 행사는 현지에서 미국
식품공급업체와의 개별 미팅, 업체 방문, 리테일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 02-786-7703)

Florida Orange Juice Menu Presentation Seminar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메뉴 시연 세미나
서울 강남구 파크루안
2019 년 8 월 중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FDOC)는
외식업계 관계자들에게 플로리다 오렌지주스의 다양한 활용성을
알리기 위해 2019 년 8 월 중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메뉴 시연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셰프를 비롯한 약 200 여명의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플로리다
오렌지주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한국중찬문화교류협회 회장이자
파크루안 총괄셰프인 구광신 셰프의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메뉴 시연,
메뉴 시식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플로리다 오렌지주스의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식음료 업계에서의 신메뉴 개발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또는 info@sohnmm.com)

Real California Cheese in Gangneung, the California of Korea
한국의 캘리포니아, 강릉 – 리얼 캘리포니아 치즈를 이용한 프로모션
강원도 강릉시 일대
2019 년 8 월 중
캘리포니아 유제품협회에서는 올 여름, 요즘 강릉에서 떠오르고 있는 카페, 레스토랑과 함께 캘리포니아 치즈를 사용한
메뉴를 8 월에 선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치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여 메뉴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치즈 세미나를 실시하고, 각 셰프들은 캘리포니아 치즈를 이용하여 메뉴를 개발 및 판매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치즈 쿠킹클래스도 함께 진행하여 관광객 외에 현지 사람들에게도 캘리포니아 치즈를
소개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유제품협회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lorida Orange Juice Curriculum Launching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커리큘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 대림대 푸드스쿨
2019 년 가을학기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FDOC)는
푸드스쿨 학생들에게 뛰어난 맛과 품질의 플로리다 오렌지주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다양한 활용 방법 등을 알리고자,
2019 년 가을학기 중 청강문화산업대 푸드스쿨과 대림대 푸드스쿨에서 각각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커리큘럼을 개설합니다.
이론과 실습을 위주로 구성되는 이번 커리큘럼 기간 동안, 학생들이 직접 플로리다 오렌지주스를 이용한 메뉴들을 기획
개발할 예정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인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 수여를 비롯해 우수 작품들은 교내 런칭 및 전시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또는 info@sohnmm.com)

USPGC In-Store Promotion 2019
2019 년도 미국피칸협회 미국산 피칸 프로모션
2019 년 8 월 ~ 11 월
미국 피칸 협회 (US Pecan Growers Council)는 8 월부터 미국산 피칸의
우수한 영양적 효능을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19 년도 활동에는 1) 리테일 시식 프로모션, 2) 온라인 마케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 02-786-7703)

2019 U.S. Soybean Oil Refiners Team & Food Bean Buyers Team
미산 대두유 및 식용콩 트레이드 미션
미국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주 방문
2019 년 8 월 18 - 23 일 & 2019 년 8 월 15 - 24 일
미국대두협회 (U.S. Soybean Export Council, USSEC)는 미국 농무부와 공동으로 대두가공업계, 대두유 주요 수입업체 및
식품업계 트레이드 미션을 준비하여 대두농장 및 가공, 선적시설 등 미국의 대두 공급사슬을 방문하고 미국대두협회와
SSGA (Specialty Soya and Grains Alliance)가 공동 주최하는 2019 U.S. Soy Global Trade Exchange 에 참석하여
대두교역에 따른 최근의 변화들을 평가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의: 정지숙 부장, 02720-8757 또는 jchung@ct.ussec.org)

Great American Culinary Camp Seoul Fall 2019
그레이트 아메리칸 컬리너리 캠프 2019년 가을 세미나
서울 중구 남대문로 힐튼호텔
2019년 8월 29일
미국농업무역관은 세계 최고의 조리학교인 미국 CIA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조리대학
한국동문회와 공동으로 햇수로는 13 년째, 횟수로는 열다섯번째 "그레이트 아메리칸 컬리너리 캠프"를
개최합니다. 10 여개 미국농무부 산하 미국농산물 및 식품 수출협회들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국제 외식산업의 최대 시장인 미국 외식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레시피 및 제품 아이디어를 국내
외식업계 전문가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미국농업무역관 홈페이지와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atoseoul@fas.usda.gov)

Sunkist Orange In-Store Promotion in 2019
2019 썬키스트 오렌지 시식행사
전국 주요 하이퍼마트 지점
2019 년 3 월 ~ 4 월
썬키스트 코리아(Sunkist Korea)는 3 월부터 4 월까지 주요 하이퍼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 슈퍼 등)에서
썬키스트 네이블, 고당도, 카라카라 오렌지 시식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꾸준한 사랑을 받는 썬키스트 네이블오렌지, 올해
Renewal 된 썬키스트 고당도 오렌지, 핑크빛 과육의 카라카라를 마트 방문 고객 대상으로 시식행사를 진행하여 매줄을
증대하고자 했습니다.

USPGC Pecan Cooking Class
미국피칸협회 피칸 쿠킹 클래스
2019 년 4 월 16 일
미국피칸협회 (US Pecan Growers Council) 은 2019 년 4 월
16 일에 10 명의 SNS 인플루엔서와 1 명의 유명 쉐프를 초청하여
피칸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 피칸을
활용한 3 가지 메뉴 (애플 브리치즈 피칸 오픈 샌드위치, 당근과
피칸 샐러드, 두부 크림과 스트로베리 피칸 보틀 케이크) 가
소개되었으며, 스타일러 잡지사를 통해 미디어 홍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 02-786-7703)

American Pork & The Booth Beer Pairing Night
아메리칸포크 & 더부스 맥주미식회
더부스 광화문점
2019 년 4 월 25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알리기 위해 수제맥주전문 브랜드 ‘더부스’와 함께 ‘아메리칸 포크 &
더부스 맥주미식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맥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이 맥주와도
환상적인 궁합임을 홍보하기 위해 패션, 인테리어, 고급 식재료에 관심이 높은 인플루언서들과 직장인을 초청하여
더부스의 수제 맥주 7 종과 이와 잘 어울리는 미국산 돼지고기 프로슈토, 살라미, 소시지, 베이컨, 햄 제품을 페어링하여
선보였습니다. 또한 볼피, 쟌슨빌, 오스카마이어 등의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 브랜드 소개, 각 제품 특징, 판매처 안내 등의
정보 제공과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육 제품을 주재료로 한 케이터링 메뉴도 제공하여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USHBC – Oregon Blueberry Commission Market Visit
미국하이부시블루베리협회 – 오레곤 생 블루베리 관련 마켓 비짓
2019 년 4 월 28 일 – 5 월 3 일

미국하이부시블루베리협회 (US Highbush Blueberry Council) 를 통해
Oregon Blueberry Commission 은 2019 년도 4 월 28 일부터 5 월
3 일까지 국내 리테일 및 수입업체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총 4 개의
국내 리테일 및 2 개의 수입 업체와 미팅을 진행했고, 6 월과 8 월 사이에
미국 생 블루베리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
02-786-7703)

P.F.Chang’s US Pork Crispy Soy Braised Rib Promotion
피에프창 미국산 스페어립 벚꽃립 프로모션
피에프창 8 개 전점
2019 년 4 월 1 - 30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벚꽃 시즌을 맞아 피에프창의 벚꽃립 출시 기념 프로모션을
지원하였습니다. 피에프창의 벚꽃립은 미국산 돼지고기 스페어립을 특제소스에
24 시간 이상 재워 1 차로 쩌낸 후, 찹쌀 반죽을 입혀 빵가루, 마늘칩과 함께
튀겨낸 요리로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풍미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맥주할인, 벚꽃립 증정, 인스타그램 리그램, 홈페이지 캡쳐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US Beef “Dry Aged Bone-in Steak w. Aligot” Dinner Course @ The Steak
House
더스테이크하우스 드라이 에이지드 본인스테이크 프로모션
더스테이크하우스 여의도 IFC 몰점
2019 년 4 월 1 일 - 5 월 31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4~5 월 두 달에 걸쳐 더스테이크하우스에서 기간 한정
메뉴로 출시한 ‘드라이 에이지드 본인 스테이크 with 알리고’ 디너 코스
프로모션을 지원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평일 저녁에 한하여 프라임
등급의 드라이에이징 US BEEF 립아이스테이크와 프랑스 스타일의 매쉬
포테이토 알리고(Aligot)가 포함된 코스 메뉴를 선보였으며, 각종 SNS 채널과
인플루언서를 통해 이를 홍보하였습니다.

Florida Orange Juice Advertising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광고
잡지, 버스쉘터, 온라인 등
2019 년 4 월 1 일 - 6 월 30 일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는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FDOC)는 세계 최고 품질의 플로리다 오렌지주스를 소비자 및
업계에 홍보하기 위해 다수의 잡지와 버스쉘터, 온라인 등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맛있는 선택,
뛰어난 맛과 영양의 플로리다 오렌지주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프리미엄 플로리다 오렌지주스와 어울리는 3 가지
테마를 매체별 특성과 기간을 고려해 노출함으로써, 추후 소비자와 업계 인지도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또는 info@sohnmm.com)

USAPEEC, U.S. Poultry Menu Presentation with Jeju Beer Company
미국가금류수출협회, 제주맥주와 미국산 가금류를 활용한 메뉴 프레젠테이션 세미나 개최
제주시 한림읍 제주맥주 양조장
2019 년 4 월 23 일 / 5 월 27 일
미국가금류수출협회 (USA Poultry & Egg Export Council, USAPEEC)는
제주맥주와 함께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제주맥주 양조장에서 ‘미국산
가금류를 활용한 메뉴 프레젠테이션 세미나’를 지난 4 월 23 일, 5 월 27 일
각각 1, 2 차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제주도에서 식음료
업장을 운영하는 오너와 셰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가금류수출협회(USAPEEC) 소개, 미국산 가금류 제품 구매방법,
제주도에 어울리는 미국산 가금류 레시피 시연, 신메뉴 시식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미국가금류수출협회(USAPEEC)는 터키
드럼스틱, 터키 브레스트 햄, 치킨 소시지와 같은 미국산 가금류 제품과
제주도 특산품을 조합한 총 7 가지의 신메뉴를 선보인 가운데 제주맥주
소속 ‘국제 공인 맥주 전문가’ 씨서론과 함께 해당 메뉴에 어울리는 맥주
페어링 시간을 선보이며 업주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미국산 가금류를
활용하는 만큼 미국 뉴욕 판매 1 위 크래프트 맥주사이자 제주맥주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브루클린 브루어리 맥주들을 다양하게 활용했으며
지역의 특색과 미국산 가금류의 이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세미나에서 참가 업주들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19 U.S. Food Bean Buyers Conference
2019 미국산 식용콩 컨퍼런스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2019 년 4 월 29 일
미국대두협회(U.S. Soybean Export Council) 에서는 식용콩
수입 및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2019 미국산 식용콩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콩식품업계의 구매 및 R&D 담당자들을 포함하여 총
80 명 이상이 참석하였습니다. 1 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미국
식용콩의 경작, 미국 식용콩의 수급 및 시장상황, 그리고
미국콩 수입관련 PLS 이슈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2 부에서는
참가한 미국 식용콩 공급사들을 소개하고 수입자들과 규격 및
구매조건에 관한 의견을 직접 나눌 수 있는 트레이드 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의: 정지숙 부장, 02-720-8757 또는
jchung@ct.ussec.org)

Mom’s Club Florida Orange Juice Maternity Class
맘스클럽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산모교실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문화홀 / 현대백화점 중동점 문화홀
2019 년 4 월 29 일 / 5 월 29 일 / 6 월 12 일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FDOC)는 총 세번의 맘스클럽 산모교실을 통해 약 860 여명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플로리다 오렌지주스를 홍보하였습니다. 행사장 메인에 설치된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부스에서 임신 중 산모와 아기에게 좋은 플로리다 오렌지주스의 맛과 영양을 소개함은 물론, 하이맘 산부인과
대표원장인 박정원 원장님께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플로리다 오렌지주스의 영양적
혜택과 섭취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임산부들의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또는 info@sohnmm.com)

2019 Seoul Fuel Ethanol Conference
2019 서울 연료에탄올 컨퍼런스
서울 포시즌즈 호텔 6 층 누리볼룸 II
2019 년 4 월 30 일
미국곡물협회(USGC)는 지난 4 월 30 일 포시즌 호텔에서 미국대사관 농무과 및 한국 바이오연료포럼과 공동으로 ‘2019
서울 연료에탄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정유업계, 자동차 업계, 정부 에너지 및 환경관련 연구기관, 에탄올 업계
및 환경 관련 언론사 등으로부터 총 125 명이 참석하여 예년보다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전문가들과 업계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미국곡물협회의 Brian Healy,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Dr. Steffen Muller, 한양대학교 이기형 교수, Flint Hills Resources 의 Jody Hall, 일본 Tottori 대학의 Shinya
Yokoyama 교수는 세계적인 바이오연료정책과 에탄올 수급동향, 에탄올 혼합연료의 서울 대기질개선 및 시민건강과
온실가스감축효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 전망, 에탄올 연료혼합의 경제적 효과 및 일본의 ETBE 도입배경과 전망에 대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바이오연료 정책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장애요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
향후 한국에서 에탄올 연료 홍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행사와 발표자료에 관심있는 분들은 미국곡물협회 (이영진과장 02-720-1891, seoul@grains.org) 로 연락하시거나
미국대사관 농무과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r.usembassy.gov/embassy-consulate/seoul/sectionsoffices/agricultural-affairs/

Sunkist Lemon In-Store Promotion in 2019
2019 썬키스트 레몬 시음 행사
전국 주요 하이퍼마트 지점
2019 년 4 월 ~ 5 월
썬키스트 코리아(Sunkist Korea)는 4 월과 5 월에 주요 하이퍼마켓(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 썬키스트
레몬워터 또는 레몬에이드로 시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썬키스트 레몬을 사용하여 만든 음료를 마트 방문고객에게 시음을
해드림으로써, 레몬의 매출 증대와 집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California Prune Board Launches New Branding
캘리포니아 푸룬 협회, 새로운 로고 단장
2019 년 5 월
지난 5 월 캘리포니아 푸룬 협회의 새로운 로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로고는 캘리포니아 푸룬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다양한 건강 효과들을 반영할 수 있게 디자인 되었으며 이를 통해 푸룬
시장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 푸룬의 업계 리더로서의 위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푸룬 협회의 단 지아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캘리포니아 푸룬이 특정 상황에만 먹는 음식이 아닌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주는 식품으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Prunes. For Life”라는 태그라인은 캘리포니아 푸룬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2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덧붙여서 단 지아는 “시장 조사 결과
푸룬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건강식품들 중에서 푸룬을 가장 먼저 떠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캘리포니아 푸룬 협회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푸룬의 새로운
브랜드 론칭에 관련하여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푸룬 협회 한국사무소 (전화: 02-543-9380 또는
info@sohnmm.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ell-aging Talk Show: 50+ Plus Wise Food Lifestyle
유인경의 웰에에징 토크쇼, 50+ 플러스 지혜로운 식생활
광화문 스페이스 라온

2019 년 5 월 2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50 세 이상
‘영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강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협회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첫 정년퇴직한 여성
기자이자 퇴직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유인경씨를 초청, 영시니어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활기찬 중년 라이프를 즐기는 ‘웰에이징’ 비결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유인경씨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미국산 소고기는 영양 뿐 아니라 먹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다”라며 미국산 육류의 매력을
강조하였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손바닥만한 고기 먹기, 일주일에 2 번 육류단백질 챙겨먹기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US BEEF & PORK Smart Home Cooking
US BEEF&PORK 스마트 집쿡 쿠킹클래스
에렉스 쿠킹 스튜디오 & 위쿡 사직점
2019 년 5 월 2 일 & 5 월 7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변화하고 있는 주방의 모습과 새로운 제품 트렌트에 맞추어 “스마트 집쿡” 이라는 주제로 미국산
소고기 & 돼지고기 쿠킹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돼지고기 클래스에서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인기있는 조리기구인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제육볶음, 막창 양념구이, 삼겹살 와인조림, 목살 스테이크 등 에어프라이어 돼지고기 요리를
선보였으며, 소고기 클래스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주재료로 한 시중의 다양한 밀키트(Meal Kit) 제품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네이버 푸드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고
에어프라이어, 밀키트라는 트렌디한 주제와 더불어 많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Gmarket American Meat Week
지마켓 아메리칸 미트 위크
2019 년 5 월 6 - 12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5 월 6 일부터 12 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 지마켓과 함께 ‘아메리칸 미트
위크’ 라는 주제로 1 주일 동안 미국산 육류 기획전을
진행, 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과 더불어 미국산
원료육을 사용한 밀키트 제품을 홍보하였으며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히말라얀 소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지원했습니다.

U.S. DDGS Promotion Conference
미국산 DDGS 기술세미나 및 DDGS 거래 상담회 개최
2019 년 5 월 7 일 (화) – 8 일 (수), 서울 포시즌즈 호텔 6 층 누리볼룸∙아라룸
2019 년 5 월 9 일 (수), 부산 파크 하이야트 호텔 2 층 볼룸 I

미국곡물협회(USGC)는 지난 5 월 7 일 (화)에서 5 월 9 일 (목) 사흘에 걸쳐 미국산 주정박 (DDGS)에 대한 기술세미나 및
DDGS 거래 상담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총 120 여명의 국내의 가축사료 배합비, R&D 전문가, 사료 업계 구매
담당자 및 Trader 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양돈사료 전문가인 캔자스 주립대학교의 Dr.
Chad Paulk 교수와 양계사료 전문가인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Dr. Elizabeth Bobeck 교수를 초청하여 양돈과 양계사료의
DDGS 이용기술에 대한 최신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사료업계의 배합비율을 높이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개최와 함께 미국의 DDGS 공급업계에서 참가한 POET, Marquis Grain, J.D. Heiskell Gold 3 개사는 국내 사료업계
구매담당자 및 DDGS Trader 들과 3 간 일대일 바이어 상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참가업체들은 미국 공급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DDGS 의 시장 상황 및 전망과 향후 공급선의 다양화 가능성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DDGS 의 기술 및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행사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최를 요청해
왔습니다. 본 행사와 발표자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곡물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진과장 02-720-1891,
seoul@grains.org)

2019 US Processed Pork Buyer Team
2019 돼지고기 가공품 바이어팀
시카고, 오스틴, 쉐보이건
2019 년 5 월 15 - 22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점점 커져가는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 시장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돼지고기 가공품 바이어팀을 구성하여 미국 시카고,
오스틴, 쉐보이건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이어팀은 국내
카페, 제과, 수제버거 전문점, 호텔 등 다양한 외식분야의 마케팅, 구매 담당자로
구성되었으며,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how
참관과 쟌슨빌, OSI, 호멜 등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 공장 견학, 레스토랑 및
리테일 매장 방문 등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 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USPGC Music Festival – GreenPlugged Seoul 2019
미국피칸협회 뮤직 페스티벌 – 그린플러그드서울 2019
2019 년 5 월 18 - 19 일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미국피칸협회 (US Pecan Growers Council) 는 10 주년을 맞은
‘그린플러그드서울 2019’ 환경 캠페인 뮤직 페스티벌 행사 기간동안 뷰티 패션
매거진 ‘싱글즈’ 부스 안에 피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략 30,000 명이 참석한
현장에서 협회는 미국 피칸의 영양 및 건강적 이점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룰렛
이벤트 및 SNS 참여 유도를 통해 피칸 샘플 및 에코백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 02786-7703)

2019 제면용 맥분 개발팀 미국 연수
2019 Noodle Flour Development Short Course Team to US
Wheat Marketing Center, Portland, OR
2019 년 5 월 19 - 26 일
면류의 프리미엄 제품 요구 증가와 건강과 영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미국소맥협회 주체로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Wheat Marketing Center (WMC)
에서 2019 Noodle Flour Development Short Course 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 주요 4 개 제분사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 삼양사-의 연구기술진들이 참가
하였으며,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짜장면과 칼국수 면의
대부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산 원맥의
미국산맥으로의 대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수
기간동안 면류에서의 호주산맥 이용비율을 30% ~ 50%
범위 내에서 미산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최근 연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불안정한 공급과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는 호주산 원맥 사용
비율을 일부 조절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 밖의 면류 제품 시장 현황 파악 및 WMC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귀중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U.S. Pavilion, Seoul Food & Hotel Show 2019
2019 서울국제식품박람회 미국식품전시관
고양시 KINTEX 전시장
2019 년 5 월 21 - 24 일
서울국제식품박람회 (Seoul Food & Hotel Show)의 중심축이 되어 온 미국식품전시관이 다양한 미국산 농식품을 가지고
올해도 국내 최대규모의 식품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올해의 전시회는 국내전시관과 국제전시관
모두 킨텍스 제 1 전시장에서 함께 열리게 되었으며 미국식품전시관은 국제전시관 내에 위치하여 미국육류수출협회,
미국유기농협회, 남부주농업무역협회 등의 무역단체들을 비롯한 46 여 개 이상의 미국식품공급업체들이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전시관의 참가업체 및 전시제품의 목록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oakoverseas.com/sfh/2019/usadirectory.html

USMEF at Seoul Food & Hotel Show 2019
미국육류수출협회 2019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고양시 KINTEX 전시장
2019 년 5 월 21 - 24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5 월 21 일~24 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HMR)과 밀키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추어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용한 다양한 브랜드의 HMR, 밀키트, 포션육 및 돼지고기 가공육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육류수출협회 전시관에는 Smithfield 와 Sugardale 사도 함께 참가해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을 소개하여 많은
소비자들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Food Show Plus! at Seoul Food & Hotel 2019
미국 중서부/동북부지역 식품 사절단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2019 참가
고양시 KINTEX 전시장
2019 년 5 월 21 - 24 일
미국중서부/동북부식품수출협회 (Food Export Association of the Midwest
& Northeast USA)는 2019 년 5 월 킨텍스에서 개최된 서울푸드앤호텔
2019 전시회에서 미국 중서부/ 동북부 지역의 식품수출업체와 한국의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와의 개별 상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에서는 총 13 개의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4 일 동안 한국의
주요 식품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미팅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문의: 박선민 부사장, 02-786-6684)

American Burger Week
아메리칸 버거 위크
수제버거 레스토랑 8 개 브랜드 23 개 매장
2019 년 5 월 24 일 - 6 월 6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5 월 24 일부터 6 월 6 일까지 2 주간 2017, 2018 년에 이은
세번째 아메리칸 버거위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패티와 베이컨을
사용한 수제버거 맛집의 대표메뉴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이번
아메리칸 버거위크에는 나인온스버거, 바스버거, 바이투헤븐, 버거파크,
브로스버거, 비스티버거, 더백푸드트럭, 파이어벨 등 8 개 수제버거 브랜드의
23 개 매장이 참가하였고 프로모션을 알리기 위해 프로모션 전부터 네이버
광고를 포함하여 망고플레이트 광고 및 Eat 딜 프로모션, 디너의 여왕 식사권
이벤트, 데일리, 데이트팝 등 매체를 통한 홍보와 인플루언서 방문,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가 진행되었으며 각 매장에는 미국육류수출협회가 제작한
다양한 아메리칸 버거위크 홍보물이 비치되었습니다. 이번 아메리칸 버거위크를
통해 참가 매장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참가 레스토랑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Food TV show ‘Tasty Guy Pork’ Tasting the U.S. Episode PPL
‘맛있는 녀석들’ 미국먹방 PPL
케이블 TV, 유튜브
2019 년 5 월 31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미식 예능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맛있는 녀석들’ PPL 광고를 진행 ‘미국 먹방’ 컨셉으로
미국의 대표 먹거리인 수제버거와 스테이크를 통해 미국산
육류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홍보하였습니다. 수제버거
편에서는 미국산 육류를 사용한 수제버거의 맛은 물론 당시
진행중이었던 아메리칸버거위크 행사를 노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스테이크 편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볼트 스테이크 하우스의 미국산 웻/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를 소개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방송된 이번 에피소드를 1.5 만명 이상이 시청, 미국산 육류와
해당 레스토랑, 메뉴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PGC Retail Promotion
미국피칸협회 리테일 프로모션
2019 년 5 월 ~ 6 월
미국 피칸 협회 (US Pecan Growers Council)는 미국산 피칸의 소비 및
인지도 증진을 위하여 국내 주요 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및 백화점 (현대백화점, AK 플라자) 에서 2019 년
5 월에 시식행사를 진행하였고 6 월에도 추가적으로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에서 추가 리테일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피칸은 1 월부터 5 월까지 전년대비 수입양이 68.25% 증가했으며, 6 월
추가된 리테일 프로모션으로 인해 수입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 02-786-7703)

Food Ingredient Buyers Delegation to IFT19 Annual Meeting & Food Expo
한국 가공식품 원료 구매사절단 국제식품과학기술박람회 파견
미국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2019 년 6 월 2 - 5 일
미국농업무역관은 한국의 식품 제조 업체 및 가공식품 원료 수입업체의 구매담당자와 미국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국제식품과학기술박람회(IFT19 Food Expo)에 참가하였습니다. IFT Food Expo 는 국제식품과학기술협회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IFT’)가 주최하는 연례 전시회로 전 세계 1,000 개 이상의 업체에서 식품가공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원료, 장비, 패키징,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공급업체와의 미팅을
실시하였고, 전 세계 90 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17,000 여 명의 식품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신제품 및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뉴올리언스 인근 식품제조업체 견학을 통해 미국산
제품의 역사 및 생산 과정을 확인하였고, 시장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대규모 체인 마켓 및 남부지역 로컬 체인 마켓
견학을 통해 시장 및 소비자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2019 Processing Seminar Trade Team
2019 가공세미나 트레이드팀
오마하, 링컨, 네브라스카
2019 년 6 월 9 - 16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지난 6 월 9 일부터 16 일까지 ‘2019 가공세미나
트레이드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팀은 미국산 원료육 사용 확대를 위해
국내 2 차 육가공 회사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에서의 2 일간의 가공기술세미나를 포함, Clemens Food Group 이
운영하는 돼지고기 도축 가공장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산 돼지고기의 생산과정과
육가공제품의 원료육으로서
특장점과 관련 정보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Food Export Association Buyer Education Seminar 2019
미국 중서부/동북부 식품수출협회 주관 바이어 교육 세미나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2019 년 6 월 11 일
미국중서부/동북부식품수출협회 (Food Export
Association of the Midwest & Northeast USA)는
국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2019 년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와 미국 중서부/동북부
식품수출협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로 2019 년도 ‘바이어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의 연사로는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의 최정관 한국대표와 미국 중서부/동북부 식품수출협회의 국제 마케팅 프로그램 매니저인 테레사 밀러(Teresa
Miller)가 자리하였으며, 국내의 많은 바이어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의: 박선민 부사장, 02-786-6684)

Almond Board of California Holds “Almond Trader Seminar”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아몬드 트레이더 세미나” 개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
2019 년 6 월 14 일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 ABC)가 지난 6 월 14 일(금)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국내
식음료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몬드 트레이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에서
진행한 아몬드 관련 소비자 조사 결과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한국 시장 내 아몬드에 관심 있는
업계 관계자 약 50 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몬드 소비 증진을 위해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가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과 활동에 관해 소개되었으며,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해외 시장 중 하나인 중국 내 견과류 트렌드와 아몬드 시장 현황
내용도 함께 전달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식음료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강화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몬드 트레이더 세미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seoulabc@edelman.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tatoes USA - Le Cordon Bleu Culinary Contest
르 꼬르동블루-숙명 아카데미 미국 감자 클래스 및 컬리너리 콘테스트
서울 용산구 르 꼬르동블루-숙명 아카데미
2019 년 6 월 15 일

미국감자협회(Potatoes USA)는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에서 올해 3 월부터 6 월까지 한 학기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감자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는 프랑스 파리를 본원을 둔 120 년 된 명성 깊은 요리
학교로 숙명 아카데미에서는 퀴진, 제과, 제빵 등의 디플로마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미국 감자의
품종, 특징과 함께 미국 건조 감자 및 냉동 감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수업 마지막 날인 지난 6 월 15 일에는 미국
감자 클래스를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리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학생들은 미국 생감자, 건조 감자, 냉동 감자를
활용해 레시피를 개발했으며 1 등은 미국 감자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높은 실물 완성도를 보였던 오다영 학생의 미국 감자
크림치즈무스가 선정됐으며 2 등은 미국 감자의 활용도가 좋았던 조민경 학생의 미국 감자컵 메뉴, 3 등은 레시피의 활용이
우수했던 박지수 학생의 타프나드 소스를 곁들인 미국 감자 뇨끼로 결정됐습니다.

2019 Retail Buyer Team
2019 유통업체 바이어 미국육류산업연수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캘리포니아
2019 년 6 월 15 - 22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대형 유통업체 수입육 바이어를 대상으로 미국 육류 산업 연수를 진행, 금번 연수에는 총 5 개
대형유통업체 담당자가 참가하였으며, 소고기 도축가공장, 돼지고기 도축가공장, 소고기 비육장, 대형 유통 업체 및 개인
정육 매장 등을 방문하고 미국산 육류 생산의 첫과정부터 실제 판매 되고 있는 매장 방문까지의 연수를 통하여 미국산
육류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California Raisin Product of the Year 2019
2019 올해의 캘리포니아 레이즌 제품 시상식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2019 년 6 월 17 일
캘리포니아 레이즌 협회가 주관하는 ‘California Raisin
Product of the Year 2019’가 지난 6 월 17 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캘리포니아 레이즌을 이용하여 출시된
우수제품을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는 서브웨이의 오트밀
레이즌 쿠키, 파리크라상의 건포도 토종 효모빵과
오리온의 닥터 유 에너지바가 선정되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농업무역관 관계자들을 포함해 업계 관계자
및 미디어 관계자가 방문해 수상 업체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수상자들은 캘리포니아 레이즌
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레이즌 협회는 캘리포니아 레이즌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자, 매년 “캘리포니아 레이즌 올해의 제품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상식에 관련하여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 레이즌 협회 한국사무소 (전화: 02-543-9380 또는 info@sohnmm.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필리핀 제분 및 제빵 기술자들을 위한 Korean Bakery Workshop
2019 The Korean Bakery Workshop for Philippines EPC Team at Korea Baking School
한국제과학교, 서울
2019 년 6 월 17 - 22 일
필리핀 현지에서의 한국식 제과제빵 기술의 요구
증가와 필리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한국제과학교 주체로 2019 Korean Bakery
Workshop 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마닐라 소재 미국소맥협회 마닐라 지부가 계획하고,
미국소맥협회 한국지부 및 한국제과학교가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과 명장,
한국제과학교 교장 및 교무부장이 주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필리핀 주요 제분사 연구 개발진과 마닐라, 세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및 식자재상 대표를 포함 실무진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강사들의 제품 시연을
통해 한국의 제과 제빵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시연된 제품들을 직접 제조해 봄으로써, 각 제품 별 식감 및 품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 및 홍종흔 베이커리 견학을 통해 현재
한국의 제과 제빵 트렌드 및 연수 기간동안 만들어본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WUSATA Korea Consumer Oriented Inbound Trade Mission to WA & ID
미국서부농업무역협회 식품사절단 미국 워싱턴 주/ 아이다호 주 방문
2019 년 6 월 24 - 30 일
미국서부농업무역협회(Western United States Agricultural Trade Association)는 워싱턴 주와 아이다호 주 농무부
공동으로 WUSATA Korea Consumer Oriented Inbound Trade Mission to WA & ID 2019 을 통해 한국의 주요 바이어들을
워싱턴주와 아이다호주로 초청하였습니다. 6 월 24 일부터 30 일까지 진행된 이번 바이어 사절단 행사는 현지에서 미국
식품공급업체와의 개별 미팅, 업체 방문, 리테일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의: 박선민 부사장, 02786-6684)

USA Cheese SpecialistTM Program Basic Course Completion Ceremony
미국 치즈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초급반 수료식
경기도 안양시 대림대학교
2019 년 6 월 26 일

올해 3 월부터 미국유제품협회와 산학협력을 맺은
대림대학교에서 시작한 ‘USA Cheese
SpecialistTM (USA 치즈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초급반이
드디어 12 주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수업진행을 위해 대림대
교수님들은 모두 미국의 치즈 전문가로부터 치즈의 역사,
제조과정, 종류, 활용법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USDEC 본부에서 제작한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2 학기에는 초급반에 이어 중급반,
마스터반을 진행 예정이며, 3 단계를 마친 학생은 국제적인
치즈 커뮤니티인 USA 치즈 길드의 멤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9 년 하반기에는 업계 관련자분들을 위한 전문가반이 개설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USDE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ancy Food Show Summer Buying Mission to New York, NY
가공식품 구매사절단 미국 동부 지역 파견
2019 년 6 월 22 - 27 일
미국농업무역관에서는 뉴욕시에서 개최되는 하계
팬시푸드쇼 전시회에 7 개 국내 주요 가공식품 수입사 및
유통사의 바이어 11 명으로 구성된 구매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미국특선식품협회 (Specialty Food
Association)가 주최하는 팬시푸드쇼는 고급치즈,
고급가공육, 와인, 음료, 과일가공품, 초콜릿 및 당과자,
에스닉푸드, 선물용 가공식품 등 상류층을 겨냥한 다양한
고급가공식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연례 전시회입니다.
ATO 구매사절단은 박람회장에서 전시된 신상품들을 관람하고 여러 미국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뉴욕 현지의
대표적인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시장견학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www.specialtyfood.com

Soy Oil Master Program 2019 Award & Reception
소이 오일 마스터 2019 수료식 및 리셉션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2019 년 6 월 28 일
미국대두협회(USSEC)는 지난 4 월부터 두 달간 온∙오프라인
강좌와 인증시험을 거쳐 콩기름 전문가를 양성하는 Soy Oil
Master Program 2019 인증 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종사자 121 명이 등록하여, 인증시험을 거쳐
89 명의 제 2 기 Soy Oil Master 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을
축하하기 위한 Soy Oil Master Program 2019 Award &
Reception 을 6 월 28 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미국대사관

Amanda Hinkle 농무참사관, 한국영양학회 강영희 차기회장등의 축사 및 미국 대두 생산과정, 하이올레익 콩기름의 영양
및 기능적 특성, 식품에서의 하이올레익 콩기름 적용 등에 대한 발표와, Soy Oil Master 들에게 Soy Oil Master
Certificate 와 기념품 등이 증정되었습니다. 미국대두협회는 작년 Soy Oil Master 들 중 우수 수료자들 14 분을 초청하여
6 월 초에 미국 대두 생산 및 대두유 사용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제 2 기 시찰단은 내년 5 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 정지숙 부장, 02-720-8757 또는 jchung@ct.ussec.org)

USHBC Frozen Blueberries In-Store Promotion (Polybag Promotion)
미국하이부시블루베리협회 냉동블루베리 시식행사
2019 년 6 월 중
미국하이부시블루베리협회 (US Highbush Blueberry Council) 는 2019 년도
6 월부터 국내 주요 리테일 매장에서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에서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 시식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 및 인지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는 2019 년도부터 한-미
FTA 로 인해 0%의 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 02-786-7703)

아래의 업체에서는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의 수입 파트너를 찾고 있거나 자사의 신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별 회사의 세부정보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업체로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Hutchison Hain Organic (Hong Kong) Limited
Level 18, The Metropolis Tower, 10 Metropolis Drive, Hung Hom, Kowloon, Hong Kong
Contact: Lilian Ma, Assistant Manager
Phone: 852-2123-0638 / 2123-0600
Fax: 852-2180-0600
Email: lilianm@che-med.com / hho@chi-med.com
Web: https://www.chi-med.com/commercial-platform/consumer-health / http://www.hain.com
Company Profile:



Hutchison Hain Organic ("HHO"), based in Hong Kong, is a joint venture between Hutchison China MediTech
Limited ("Chi-Med") and The Hain Celestial Group, Inc. ("Hain") established in 2009 distributing Hain's
products to Asia.



Business/product portfolio: Natural and Organic Food & Beverage products. www.hain.com

Core brands are:
TERRA - Vegetable Chips www.terrachips.com (TERRA 제품은 이미 이마트를 통해 유통중에 있으나, 이마트
외부의 시장에 유통할 수입사을 추가로 찾고 있습니다.)
SPECTRUM - Culinary Oils, Vinegar & Seeds www.spectrumorganics.com
ARROWHEAD MILLS - Flours, Grains, Cereals www.arrowheadmills.com
DREAM - Plant-based Non-dairy Milk www.dreamplantbased.com
IMAGINE - Soup https://www.imaginefoods.com

E. Boyd and Associates
PO Box 99189 Raleigh, NC 27624
Contact: Trae Boyd, Trade Specialist
Phone: 919-846-8000
Fax: 919-846-8197
Email: traeboyd@eboyd.com
Web: www.eboyd.com
Company Profile:



Founded 1978, American privately owned.



Exporter of USA Frozen Fruits, Vegetables, Poultry and Meats



Long history to exporting to Asian markets

Product/Business to Offer:



Product Name: Frozen blueberries, strawberries, cranberries and many other fruits. Frozen peas,
corn, potatoes, carrots and many other vegetables. Frozen poultry and frozen meats.

Company: We are a full-line food distributor, handling fresh and frozen perishable and non-perishable products. We
specialize in the purchasing and delivery of Beef, Pork, Poultry, Mutton, Goat, Lamb, Veal, Halal items and Frozen
Seafood for export. Food Basics services nearly 2,000 customers from around the globe. In order to best service our
customers we provide on-time shipment.
저희 회사는 육류에서 수산물, 할랄식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범위의 각종 신선, 냉동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전문 회사로서
현재 전세계 2 천여 고객사로 제품을 공급해드리고 있으며 적시 배달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드리고자
합니다.

SAGAMORE WHISKEY, LLC
301 East Cromwell Street, Baltimore, MD 21230
Contact: Todd Ziegenfus/Senior Vice President, Global Sales
Phone: 925-337-6346
Email: TZIEGENFUS@SAGAMORESPIRIT.COM
Web: WWW.SAGAMORESPIRIT.COM
Company Profile:



Sagamore Spirit was founded in 2013 by Under Armour CEO, Kevin Plank, with a mission to
inspire a global passion for Maryland style Rye Whiskey. Recently named as producing the #1

Rye Whiskey at the San Francisco World Spirits Competition. Sagamore Spirit produces a
portfolio of award-winning, American, straight rye whiskeys with their unique mash bill and pure
spring-fed water. The portfolio is readily available throughout the US, Japan, the Caribbean and
other, select markets around the world to launch Fall, 2019.
Product/Business to Offer:



Brand: Sagamore Spirits Rye



Products: Signature 83 (41% ABV): Double Oak (48%); Cask Strength (56% ABV)



Origin: 100% USA



Price to Export is an "On-Request" Only basis

Trinita Wine
1514 Shaw Ave, Clovis, CA 93611
Contact: Alex Erevia, VP of Marketing
Phone: 559-324-7000
Fax: 559-324-7005
Email: ad.delaneylaw@gmail.com
Company Profile:



Trinita focuses on showcasing the prestige of California wines. The wineries we represent focus
on producing the best quality wines in the different regions throughout California. These wines
can be found in the high-end restaurants in California, New York, and Texas; as well as, shops
throughout the nation.

Product/Business to Offer:



Product Name: Smith-Madrone



Product Specification: Boutique/Artisanal Wine from Napa Velley



Country of Origin: United States



Suggested Export Price: Ex) Cabernet Sauvignon: $1700usd per case

Minn-Dak Growers Ltd.
4034 40th Ave N. Grand Forks, ND 58203
Contact: Jeremy Peterson/Mohammad Badaruddin
Phone:701-746-7453
Fax: 701-780-9050
Email: Mohammad.badaruddin@minndak.com
Company Profile:



We are the largest US based buckwheat producer, processor, and milling company in North
America doing business in mustard and buckwheat products and supply them to food industries
for over 40 years. We have decades of export experience Japan.



History & ownership: Since 1967



Business/product portfolio: Buckwheat and mustard milled products of food ingredients for food
industries



Status of distribution in the U.S. and/or export to foreign market: Export to Japan and Europe

Product/Business to Offer:



Product Name: Flour, Groats and Grits of Buckwheat



Ground mustard and mustard flour of mustard for spices and poured mustard, meat processing
and spices, Ketchup, etc.



Product Specification/profile: Certificate of Analysis, organic, non-GMO, BRC Global Food
Standard certified, and Kosher



Country of Origin: North America (US and Canada)



Suggested Export Price: US $1,550/metric ton

Astronaut Foods “Ice Cream On A Mission”
71 Gyesansae-Ro, Gyeyang-Gu, Incheon 21060
Contact: DominicNahas (Local point of contact in Korea)
Phone: 032-262-4435/ 010-5397-4435
Email: moves@sokomoves.com
Web: http://astronautfoods.com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1974



Food and Snack Industry



Distributed in the US and exported to Europe and Asia

Product/Business to Offer: Product Names: Freeze-Dried Neopolitan Ice Cream Sandwich, Freeze-Dried
Vanilla Ice Cream Sandwich, Freeze-DriedFruit Snack Packs (Strawberries, Bananas, Peaches, Red Seedless
Grapes & Sinnamon Apples)
Product Specification/profile: AstronautFoods manufactured the “original freeze-dried ice cream for
space missions” andit is an iconic American snack popular with kids yet suitable for all ages. Itis sold
globally and can be commonly found at amusement parks, museums, toy shopsand beyond. The products
have a 3-year shelf life and refrigeration storage is not required.

Classic Cookie "Oh My. Goodness."
71 Gyesansae-ro, Gyeyang-gu, Incheon 21060
Contact: Domini Nahas (Import agent and local point of contact in Korea)
Phone: 82-32-262-4435
Email: moves@sokomoves.com
Web: https://www.classiccookie.com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1984



Food and Snack Industry



Distributed nationally in the USA

Product/Business to Offer



Product Names: Chocolate Chip made with Hershey's® Mini Kisses Soft Bakes Cookie (3 ounces),
Peanut Butter made with Reese's® Peanut Butter Chips Soft Baked Cookie (3 ounces), Cinnabon
Baked with Cinnabon® Cinnamon and Cream Cheese Chips Soft Baked Cookie (3 ounces)

Product Specification/profile: Classic Cookie has been in operation for over 30 years with it's origins as
southern comfort foods. Classic Cookie provides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suitable for all occasions
including daily snacks, special events, gift giving, fundraisers and beyond.

Caru "Nourish With Love"
71 Gyesansae-ro, Gyeyang-gu, Incheon 21060
Contact: Domini Nahas (Import agent and local point of contact in Korea)
Phone: 82-32-262-4435
Email: moves@sokomoves.com
Web: http://carupetfood.com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2011



Pet Food Industry



Distributed nationally in the USA and export to Canada

Product/Business to Offer



Product Names: For Dogs: Classic Stews/Daily Dish Stews/Natural Treats (snacks), For Cats: Classic
Stews/Natural Treats (snacks), For Dogs and Cats: Bone Broth

Product Specification/profile: "Caru" means "To Love" in the Welsh language. Caru began with
concerned medical professionals who are pet owners and wanted to improve the health condition of their
dog named "Karu." Karu's veterinarian suggested a homemade diet of pure and nutritious food and his
health improved significantly. So Karu's owners decided to create a homemade-nutritious pet food line of
products to help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ets. The Caru pet food products are 100% human grade
according to the FDA but are designed for pet consumption not for humans.

Mike's Hot Honey
71 Gyesansae-ro, Gyeyang-gu, Incheon 21060
Contact: Domini Nahas (Import agent and local point of contact in Korea)
Phone: 82-32-262-4435
Email: moves@sokomoves.com
Web: https://mikeshothoney.com
Company Profile



Established in 2010



Food Industry



Distributed nationally in the USA and exported to abroad

Product/Business to Offer



Product Names: Mike's Hot Honey - Available in 5 different sizes (1 gallon jug-192oz., Chef's
Bottle 24oz., Squeeze Bottle 12oz., Mini Jars 1.88oz., Single Serve Packets.75oz.)

Product Specification/profile: Mike's Hot Honey is the perfect infused-combination of sweet and spicy
and it is the #1 brand of hot honey in the USA. Originally, it was served on pizza and became very
popular and now is enjoyed by customers on many different foods such as fried chicken, waffles, cheese,
tea, salads, ice cream, fruits, roasted vegetables, seafood, yogurt, ribs, oatmeal, cocktails, and beyond.

Global Resources Direct
2640 W. Division Street Suite 3. Chicago, IL 60622
Contact: Tom O'Brien
Phone: 773-636-5974
Email: tom@globalresourcesdirect.com
Web: www.globalresourcesdirect.com
Company Profile



Founded in 2016. I am co-founder with Brendan Laird



Food commodities - Nuts, Dried Fruit and specialty ingredients from the USA



Current only shipping organic spices to Korea

Product/Business to Offer



Product Names: Whole Natural Almonds (I can list one product but we have many)



Product Specification/profile: SSR 27/30s



Country of Origin: USA



Suggested Export Price: $2.75/lb FOB CA

Chosen Foods
1747 Hancock Street suite A san Diego, CA 92101
Contact: Alisa Hilton
Phone: 619-952-8714
Email: Alisa@chosenfoods.com
Web: www.chosenfoods.com
Company Profile:



The Chosen Foods story began 6 years ago with the launch of our Avocado Oil, a revolutionary
everyday cooking oil loaded with vitamin E and antioxidants that took the cooking world by
storm. Since then we've launched a variety of oils, sprays, sauces, and dressings all based on our
beloved avocado oil. We are the largest supplier of avocado oil in the world, and our brand can
be found in every major retailer in the States and Canada, including favorites like Trade
Joes, Sprouts, Albertson's and Costco. Through Costco we also have a global presence which
includes South Korea, Japan, Taiwan, Spain, France, the UK, Iceland, and Mexico to name a few.



In 2016 we were ranked #47 in the Inc. 5000's fastest growing companies in America and
stayed on the list in 2017. We have had continuous year over year growth and are looking at
$140 million in sales in 2019. Our plans are to keep this strong momentum up for years to come
by growing our offering to include new, exciting and innovative products surrounding the
avocado as well as sharing the excitement and love of avocado oil abroad to international
markets.



We are headquartered in San Diego, CA with distribution centers here in San Diego, Lancaster PA,
Laredo, TX, Mexico City, and Amsterdam. We currently employ about 100 people.

Product/Business to Offer:



Product Name: CHOSEN FOODS AVOCADO OIL MAYO, SAUCES



Product Specification/profile: HEALTHY MYONNAISE AND SAUCES MADE WITH AVOCADO OIL

<다음 분기 (2019 년 7 월~10 월) 미국내 개최 식품관련 전시회 일정 안내>









33rd Annual International Pinot Noir Celebration
Western Foodservice & Hospitality Expo (co-located with Healthy Food Expo West & Coffee Fest)
All Things Organic – BioFach America (co-located with Natural Products Expo East)
Natural Products Expo East 2019
World Dairy Expo 2019
National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 Show
Produce Marketing Association Fresh Summit Conference & Summit

33rd Annual International

McMinnville, OR

July 26 - 28

IPNC
P.O. box 1310

Pinot Noir Celebration

McMinnville, OR 97128
Tel: 800-775-4762
Fax: 503-472-1785
Website: www.ipnc.org
Western Foodservice &

Los Angeles, CA

August 25 - 27

Urban Expositions
1690 Roberts Blvd., NW, Suite 111

Hospitality Expo (co-located

Kennesaw, GA 30144

with Healthy Food Expo West

Tel: 678-285-3976

& Coffee Fest)

Fax: 678-285-7469
Website: www.westernfoodexpo.com

All Things Organic – BioFach

Baltimore, MD

September 12 - 14

Organic Trade Association
The Hall of the States

America

444 N. Capitol St. NW, Suite 445A
(co-located with Natural

Washington D.C. 20001

Products Expo East)

Tel: 202-403-8520
Email: info@ota.com
Website: www.ota.com

Natural Products Expo East

Baltimore, MD

September 12 - 14

New Hope Network
1401 Pearl Street

2019

Boulder, CO 80302
Tel: 866-458-4935
Fax: 800-344-4444
Website: www.expoeast.com
World Dairy Expo 2019

Madison, WI

October 1 - 5

World Dairy Expo
3310 Latham Drive
Madison, WI 53713
Tel: 608-224-6455
Fax: 608-224-0300
Website: www.worlddairyexpo.com

National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 Show

Atlanta, GA

October 2 - 4

The Association of Convenience &
Fuel Retailing
1600 Duke Street
Alexandria, VA 22314
Tel: 703-684-3600
Fax: 703-836-4564
Website: www.nacsonline.com

Produce Marketing

Anaheim, CA

October 17 - 19

Produce Marketing Association
1500 Casho Mill Road

Association Fresh Summit

Newark, DE 19711

Conference & Expo

Tel: 302-738-7100
Fax: 302-731-2409
Website: www.p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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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us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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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