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행사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미국농업무역관으로 연락주세요 .

본 소식지에 게재된 행사 계획은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USA Specialty Cheese Menu Promotion
미국 스페셜티 치즈를 활용한 메뉴 프로모션
무오키, 더 그린 테이블, 오스테리아 마티네
2019 년 12 월 28 일 - 2020 년 1 월 31 일
미국 스페셜티 치즈를 외식업계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약 한달간 무오키, 그린 테이블, 오스테리아 마티네에서
미국 치즈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2 월에 신규 런칭된 오리지날 블루(포인트 레이즈), 토마(포인트 레이즈),
크림치즈(시에라 네바다), 몬테레이잭(시에라 네바다)를 이용하여, 무오키에서는 코스 메뉴에 신규 메뉴 적용, 그린테이블과
오스테리아 마티네에서는 치즈 플레이트를 구성하여 판매 예정입니다.

USPGC In-Store Promotion 2020
2020 년도 미국피칸협회 미국산 피칸 프로모션
2020 년 1 월 중
미국 피칸 협회 (US Pecan Growers Council)는 2020 년 새로운 피칸
작물을 선보일 수 있는 시즌을 맞이하여 미국산 피칸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국내 주요 리테일 매장에서 피칸 시식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관, 02-786-7703)

Florida Grapefruit Online Promotions
플로리다 자몽 온라인 프로모션
마켓컬리, 식권대장
2020 년 1 월 - 2 월 중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FDOC)는 프리미엄 온라인 푸드마켓 ‘마켓컬리’와 직장인 대상
온라인 식권 어플리케이션 ‘식권대장’에서 플로리다 자몽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기획전과 이벤트를 통해 제철 맞아 당도 높고 과즙 많은 플로리다 자몽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뛰어난 맛과 품질의 플로리다 자몽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lorida Grapefruit Foodservice Promotions
플로리다 자몽 푸드서비스 프로모션
카페 아모제 12 개점, 프레시코드
2020 년 1 월 - 3 월 중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는 뛰어난 맛과 품질의 플로리다 자몽 피크 시즌을 맞아, 샐러드 테이크아웃 전문점인 카페 아모제
12 개점과 프리미엄 샐러드 배달 업체인 프레시코드와 푸드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플로리다 자몽을 활용한 신메뉴들이 판매될 예정으로, 이번 푸드서비스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는 물론 식음료 업계에
세계 최고 맛과 품질의 플로리다 자몽에 대한 인지도 향상은 물론 소비 촉진을 위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lorida Grapefruit Retail Promotions
플로리다 자몽 리테일 프로모션
주요 리테일 체인
2020 년 1 월 - 3 월 중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는 제철 맞은 플로리다 자몽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주료 리테일 매장에서 시식 판촉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세계 최고 품질의 플로리다 자몽 인지도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제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또는 info@sohnmm.com)

2020 Soy Oil Master Program
2020 소이 오일 마스터 프로그램
2020 년 1 월 6 일 - 6 월 23 일

미국대두협회(USSEC)는 미국 농무부(USDA)와 함께 Soy Oil Master Program 을 개설하여 국내 식품 산업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콩기름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 뿐 아니라, 콩기름의 생산과 유통 과정 및 콩기름 산업 전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강좌와 인증시험을 거쳐 2018 년 1 기에는 79 명, 2019 년
2 기에는 89 명의 Soy Oil Master 를 각각 배출하였으며, 매 기수 활동을 평가하여 선발 다음해에 15 명 내외의 Soy Oil
Master 들에게 미국 콩 산업 견학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문의: 02-720-8757 또는 jchung@ct.ussec.org)

2019/20 Corn Quality and Outlook Conference
2019/20 미국 옥수수 품질 및 수급 전망 세미나
서울 포시즌즈 호텔 6 층 누리볼룸
2020 년 1 월 14 일
오는 2020 년 1 월 13 일 (화) 부터 18 일 (토)까지 미국곡물협회와 미국의 주요 옥수수 산지 대표 (인디애나, 아이오아,
위스콘신, 캔사스주)들로 구성된 곡물수출사절단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사절단은 1 월 14 일 국내 옥수수
바이어들과 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2019/20 미국 옥수수 수확품질 보고 세미를 개최합니다. 국내 사료업계, 옥수수
가공업계, 곡물 수입업계 구매 및 품질관리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이영진 부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진 부장 02-720-1891, seoul@grains.org)

The Almond Board of California Hosts “A Day with Almonds” Consumer Event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 “아몬드와 함께하는 하루” 실시
스타필드 코엑스몰 메가박스 아트리움
2020 년 1 월 17 - 18 일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
ABC)가 2020 년 1 월 17 일과 18 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아몬드와 함께하는 하루(A Day
with Almonds)”라는 테마 아래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아몬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기있는 피부와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뷰티 간식
아몬드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아몬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인 23 알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매년 1 월 23 일을 “아몬드 데이(Almond Day)”로
지정하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은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seoulabc@edelman.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USW 2020 Korea & Philippines Buyers Conference
미국소맥협회 한국/필리핀 공동 바이어즈 컨퍼런스 개최
필리핀 클라크
2020 년 2 월 11 - 13 일
미국소맥협회 한국지부는 필리핀지부와 공동으로 오는 2 월 11 일부터
13 일까지 제분 구매/품질팀 임직원 분들을 모시고 필리핀소재
클라크에서 바이어즈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현재 주요 제분사의
실무진과 임원진들로 팀구성을 마쳤으며 국내 굴지의 2 차 가공업체,
공급사 및 관련업계 분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글로벌 경제시황, 세계
소맥시장의 수요와 공급, 동남아시아 소맥제품 시장 분석, 한국시장
제빵 트렌드, 해상운임, 성장하는 아시아 제면시장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트레이더들과의 개별 미팅도

진행됩니다.

2020 Spring US Meat Market Seminar
2020 년 상반기 미국 육류 시장 세미나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2020 년 2 월 12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2020 년 상반기 미국 육류 시장
세미나를 2 월 12 일 포시즌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육류시장 현황과
전망 및 국내 육류 수급 현황과 전망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하는 2020 년
국내외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볼 예정이며 미국산
육류를 이용한 메뉴 테이스팅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Sunkist Day Promotion in 2020
2020 썬키스트 도매상 판촉행사
전국 주요 도매상

2020 년 2 월 중

썬키스트 코리아(Sunkist Korea)는 2020 년 2 월에 전국 주요 도매상을 대상으로, 썬키스트 판촉물을 배포, 설치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unkist Orange In-Store Promotion in 2020
2020 썬키스트 오렌지 시식행사
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 GS 수퍼등 주요 하이퍼마트.
2020 년 2 월 - 5 월
썬키스트 코리아(Sunkist Korea)는 2020 년 2 월부터 5 월까지 주요 하이퍼마트의 고객을 대상으로 썬키스트 오렌지
시식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he Almond Board of California Holds “2020 Almond Trader Seminar” for Local Traders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국내 트레이더 대상 “아몬드 트레이더 세미나” 실시
2020 년 3 월 중 (미정)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 ABC)가 2020 년 3 월 중 국내 식음료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0 아몬드 트레이더 세미나(Almond Trader Seminar)”를 개최합니다. 해당 세미나는 한국 시장 내 아몬드에 관심 있는
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에서 진행한 아몬드 관련 소비자 조사 결과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아몬드 소비 증진을 위해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가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과 활동에 관해서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아몬드 트레이더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미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seoulabc@edelman.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atural Products Expo West Buying Mission to Anaheim, CA
한국 무역 사절단 미국 내츄럴 프로덕트 엑스포 방문 (잠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2020 년 3 월 3 - 7 일
미국농업무역관은 2020 년 3 월 한국의 유기농 가공 식품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 대표자를 모시고 애너하임 박람회에 다녀
올 프로그램을 계획중입니다. 견학단은 미국의 내츄럴 및
유기농 식품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제조업체 및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 식품점 등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고
2020 Natural Products Expo West 전시회에 참여하여 신제품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공급업체들과 비지니스 미팅을 진행할 것입니다. 본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수입사는
미국농업무역관으로 연락 주십시오 (담당: 오상용, 02-6951-6852). ☞ 인터넷 홈페이지: www.expowest.com

Great American Craft Beer Showcase @ KIBEX 2020
2020 년 미국 크래프트 맥주 쇼케이스 (잠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전시장
2020 년 3 월 19 - 21 일
주한미국대사관 농업무역관은 오는 3 월에
개최되는 KIBEX 전시회에서 작년에 이어 ‘미국
크래프트 맥주 홍보’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는 미국산 맥주의 품질과
다양성을 핵심 소비자 그룹에 홍보하는 한편,
수입사들이 업계 바이어들(바텐더, 소믈리에,
바 점주 등)을 직접 만나 영업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규 브루어리들이 대거 전시 참여할 예정으로 미국산 고품질
크래프트 맥주를 찾고 계신 국내 주류 수입사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 오상용, 02-6951-6852)

WUSATA Korea Consumer Oriented Outbound Trade Mission to South Korea
미국서부농업무역협회 식품사절단 한국 방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2019 년 9 월 30 일 - 10 월 2 일
미국서부농업무역협회 (Western United States Agricultural
Trade Association) 에서 주관한 식품사절단이 지난 9 월
30 일부터 10 월 2 일까지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이번
식품사절단 미팅을 통해 미국 지역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와인, 강아지 및 고양이 사료식품과 건강식품, 견과류, 말린

과일류, 치즈 및 버터 제품류 등 여러 미국 제품의 공급업체들로 구성되었고, 국내 수입 및 유통, 식자재 및 소매업체와의
교역 알선을 통해 개별 상담 및 비지니스 네트워킹 리셉션이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문의: 박선민 부사장, 02-7866684)

The Almond Board of California Delivers Beauty-related Message of Almonds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뷰티 멘토 AOA 찬미와 함께 아몬드의 뷰티 효능 메시지 전달
2019 년 9 월 - 현재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 ABC)는 인기
걸그룹 AOA 의 멤버 찬미를 ‘아몬드 뷰티 멘토’로 선정하고 아몬드의
뷰티 효능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미 넘치는 몸매와 밝은 에너지를 가진 찬미의 뷰티 관리법에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개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찬미찬미해’를 통해 바쁜 일상 속 건강하고 생기있는 피부, 탄력 있는
몸매 관리를 위한 뷰티 간식으로 아몬드가 여러 번 노출되었습니다.
찬미와 함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의 ‘아몬드, 아워 뷰티
시크릿(Almonds, Our Beauty Secret)’ 캠페인은 올해로 진행 3 년째를
맞고 있는 ‘아몬드 뷰티 시크릿’ 캠페인의 일환으로, 항산화작용에
탁월한 영양소인 비타민 E 가 풍부한 ‘뷰티 간식’으로서 아몬드의 뷰티
효능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의
뷰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almonds.or.kr/consumers/beautysecret)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US PORK Chacuterie Brunch Cooking Class
US PORK 샤퀴테리 브런치 쿠킹클래스
소울다이닝
2019 년 10 월 18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높아지고 있는 샤퀴테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샤퀴테리 브런치
쿠킹클래스를 진행, 수제 가공품으로 유명한 소금집의 소시지, 카피콜라, 햄스테이크, 코파 등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이용하여 소울다이닝의 윤대현&김희은 셰프가 완성도 높은 브런치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Florida Orange Juice Curriculum at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청강대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커리큘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
2019 년 8 월 26 일 - 10 월 20 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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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에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커리큘럼을 운영 하였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위주로 학생들이 직접 플로리다
오렌지주스를 이용한 메뉴들을 기획 개발하였으며, 중간고사를 대신해 진행된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창작레시피
품평회’에서는 총 28 개팀 중 심사를 통해 총 3 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플로리다 오렌지주스에 인식을
높이고 향후 학생들을 통한 신메뉴 개발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US PORK Ketogenic Cooking Class
US PORK 키토제닉 쿠킹클래스
에렉스 쿠킹스튜디오 & 청정원 요리공방
2019 년 10 월 16 일 / 10 월 21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최근 몇 년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US MEAT
키토제닉 쿠킹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US PORK 키토제닉 쿠킹클래스는 총 4 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키토제닉 다이어트
커뮤니티와 미국육류수출협회 SNS 채널을 통해 홍보, 총 2000 명이 넘는 신청자수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PORK 키토제닉 쿠킹클래스에서는 키토제닉 식단 쿡북의 저자인 키친콤마 김지현 대표와 진주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과 목전지를 사용한 다채로운 키토제닉 식단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Florida Orange Juice Curriculum at Daelim University College
대림대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커리큘럼
대림대학교 푸드스쿨
2019 년 8 월 26 일 - 10 월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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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대림대학교 푸드스쿨에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커리큘럼을 운영 하였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위주로 학생들이 직접 플로리다
오렌지주스를 이용한 메뉴들을 기획 개발하였으며,
중간고사를 대신해진행된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요리경연대회’에서는 총 17 개팀 중 심사를 통해 총 4 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더불어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요리 경연대회’에 출품됐던 99 개 전메뉴들을 대림대 졸업전인 대림테크페어에 전시함으로써, 푸드스쿨
학생들은 물론 대림대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플로리다 오렌지주스를 알리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또는 info@sohnmm.com)

Fresh Produce Buyers Mission to the PMA Fresh Summit 2019
신선 청과 구매사절단 PMA 전시회 방문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2019 년 10 월 15 - 19 일
ATO Seoul 은 지난 10 월 15 일부터 19 일까지
국내 리테일 업체 및 도매 업체의 구매담당자로
구성된 구매사절단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PMA Fresh Summit 2019 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PMA Fresh Summit 은
신선농산물마케팅협회 (PMA)가 매년 주최하는
신선농산물박람회로,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박람회 참석을 통해 업계 트렌드 파악, 업계 주요
업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신제품 파악,
공급자들과의 구매상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 및 LA 에 위치한 대형 리테일러 및 로컬 마켓을
방문하여 현지 제품 및 소비자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중부 및 북부의 농장 및 패커를 방문하여
캘리포니아산 농산물의 Supply Chain 을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Mom’s Club Florida Orange Juice Maternity Class
맘스클럽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산모교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문화홀
2019 년 10 월 29 일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는 맘스클럽 산모교실을 통해 약 240 여명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플로리다
오렌지주스를 홍보하였습니다. 행사장 내 단독으로 자리한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메인 부스에서 임신 중 산모와 아기에게
좋은 플로리다 오렌지주스의 맛과 영양을 소개함은 물론, 하이맘 산부인과 대표원장인 박정원 원장님께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더불어 플로리다 오렌지주스의 영양적 혜택 및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임산부들의 플로리다 오렌지주스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USHBC Frozen Blueberry Promotion 2019
미국하이부시블루베리협회 2019 년도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
프로모션
2019 년 10 월 - 11 월
미국하이부시블루베리협회 (USHBC) 는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의
수요 증진을 위해 지난 10 월 – 11 월 사이에도 추가 시식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행사는 생 블루베리 시즌이 7 월 - 8 월에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냉동 블루베리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정기적으로 블루베리를 구매하고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관, 02-786-7703)

2020 U.S. & Global Grains Outlook for Grain Industry Executives
미국과 세계 곡물시장 전망 경영진 오찬 세미나 개최
2019 년 11 월 5 일, 서울 플라자 호텔 22 층 루비홀
2020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미국과 세계 곡물시장 전망 세미나 개최
2019 년 11 월 6 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1 층 그랜드볼룸
미국곡물협회 (U.S. Grains Council)는 지난 11 월 5 일과 6 일 서울 플라자 호텔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 사료,
곡물업계 경영진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세계 곡물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미나의 연사로
초청된 국제곡물시장분석 전문가인 ProExporter Network 의 Marty Ruikka 대표는 미중 통상 분쟁, 아시아지역의 아프리카
열병의 확산, 미국이 에탄올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따른 향후 국제곡물시장 전망을 소개하여 많은 참석자들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양일 간의 세미나에 35 명의 경영진과 150 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본 세미나
발표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곡물협회로 연락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영진 부장 02-720-1891,
seoul@grains.org)

USA Pavilion at Busan International Seafood & Fisheries Expo
2019
미국농업무역관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2019 참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2019년 11월 6 - 8일
미국농업무역관은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2019에서 알래스카수산
물마케팅협회 (ASMI) 일본 지사와 공동으로 미국수산물전시관을 출
품, 운영했습니다. 전시기간 동안 미국수산물부스에서는 미국 각
지역의 수산물 정보뿐만 아니라 미국식품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하
는 한편, 동반 참가한 알래스카수산물 수출업체를 위한 무역 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교역알선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미국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가
졌고 전시회 기간 동안 실제적인 계약고도 기록했습니다.

Food Export Association of the Midwest and Northeast USA Focused Trade Mission)
미국 중서부/동북부 식품수출협회 식품사절단 방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서울
2019 년 11 월 6 - 8 일
미국 중서부/동북부 식품수출협회 (Food Export Association
of the Midwest and Northeast USA)를 통해 11 월 6 일부터
8 일까지 미국 식품사절단이 한국을 방한하여 국내 수입 및
유통 업체와의 교역 알선을 위해 공급업체와의 개별 상담
및 비지니스 네트워킹을 진행했습니다. 본 식품사절단은
과일류, 스낵류, 치즈 및 버터 제품류, 견과류, 팝콘 및
프레젤, 주류 및 음료, 달걀, 냉동 조개, 밀가루, 쿰부차 등
여러 미국 공급업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의: 박선민
부사장, 02-786-6684)

USMEF @ 2019 Seoul Café Show
미국육류수출협회 2019 서울 카페쇼 전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관
2019 년 11 월 7 - 10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11 월 7 일~10 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 서울
카페쇼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카페쇼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업계 상황과 단순 음료를 넘어 식사메뉴까지 확장하고
있는 카페업계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비용절감이 가능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돼지고기
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삼고자 샐러드, 햄버거, 샌드위치, 바비큐 립
등의 카페 식사 메뉴에 필수적인 주요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해 전시, 시식 및 SNS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U.S. Wheat Crop Quality Report Seminar
2019 미국소맥품질작황보고 세미나개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
2019 년 11 월 11 일
미국소맥협회는 2019 년도 미국소맥품질작황보고세미나를
11 월 11 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제분사와 제과, 제빵, 제면업계 품질 및 구매 담당 임직원 분들을
모시고 2019/20 년도 세계 소맥의 수요와 공급, 미국 소맥 맥종별 수급
및 작황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몬태나주 소맥위원회 생산자 대표, 위트마케팅센터
오퍼레이션 메니저, Northern Crops Institute 프로그램 담당자,
노스다코타 주립대 교수 및 미국소맥협회 서부지역 담당 부사장이
방한하여 연사로 참석하였습니다.

Seminar on the Development of Barley Industry & Health
보리와 국민 건강, 보리산업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 및 바이어 상담회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4 층 창조룸
2019 년 11 월 13 일
미국곡물협회(USGC)는 지난 11 월 13 일에 식품 전문지인
식품저널사와 공동으로 양재동 aT 센터에서 미국산 보리
홍보 및 보리산업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는 미국 Arizona 주립대학의 Corrie Whisner
박사, 국립식량과학원의 이미자 박사와 이노바마켓인사이트
한국사무소 최정관 대표가 각각 보리의 기능성 정보
재조명에 따른 미국 보리식품시장 전망, 보리 품종개발 및
기능성분의 유용성 그리고 글로벌 간식 트렌드와 보리의

이용확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Corrie 박사가 발표한 보리섭취시 장내 유익한 미생물 증가에 따른 성인병과
다이어트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참석자들에게 보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동 세미나에는 85 명의
식품업계, 제과제빵 업계, 맥주업계, 학계 관계장들과 곡물 바이어 들이 참석해주셨으며 세미나와 연계하여 13 일과 14 일
양일간은 미국에서 참가한 3 개 보리 공급사와 10 개사의 국내 보리 바이어 들과의 미국산 보리 수출 상담회가 개최되어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행사와 발표자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곡물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진
부장 02-720-1891, seoul@grains.org)

US Processed Pork Stew Week
US PORK 부대찌개 위크
부대찌개 4 개 브랜드 67 개 매장
2019 년 11 월 4 - 17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부대찌개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11 월 4 일부터 17 일까지 2 주간
US PORK 부대찌개 위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US PORK 부대찌개 위크에는
이태리부대찌개, JVL 부대찌개, 남기남부대찌개, 부대집 등 4 개 부대찌개 브랜드
67 개 매장이 참여, 행사기간 동안 프로모션 메뉴를 10% 할인가에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망고플레이트에서의 사전이벤트를 비롯해
블라인드앱, 애드버토리얼, 인플루언서 프로그램, 미국육류수출협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행사 기간 동안 참가 부대찌개 매장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American Burger Mentoring Cooking Class
아메리칸 버거 멘토링 쿠킹클래스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2019 년 11 월 20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미래의 셰프를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미래의 셰프를 위한 멘토링 쿠킹클래스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멘토링 쿠킹클래스는 “아메리칸 버거”를 주제로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미국산
소고기와 베이컨을 주재료로 한 수제버거 레시피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 명의 학생들이 수제버거 맛집 더백푸드트럭
서창남 오너셰프의 멘토링 쿠킹클래스에 참가하였으며 클래스 후 수제버거 컨테스트를 통해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2019 U.S. Soy Buyers Outlook Conference
2019 미국 대두 작황보고회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2019 년 11 월 22 일
미국대두협회 (U.S. Soybean Export Council)는 금년도에 수확한 미국산 대두의 품질, 작황 및 시황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11 월 22 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대두가공, 대두유 정제, 식품 및 사료업계의 구매 및 품질 관리 담당자들 130 여명이
참석하여 올해 수확된 대두의 품질과 2019/20 대두 수급 및 가격전망, 일본에서의 미국대두 지속가능성의 활용 등에 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USB, ASA 이사 및 미국 대두 공급사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올해 대두 생산환경 및 내년도
생산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의: 02-720-8757 또는 jchung@ct.ussec.org)

THE PLAZA Seven Square ‘US BEEF & BEER FESTIVAL’
더 플라자 호텔, 세븐스퀘어 US BEEF & BEER 페스티벌
서울 중구 북창동 플라자호텔 2 층 세븐스퀘어 뷔페 레스토랑
2019 년 11 월 1 - 30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더 플라자 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세븐스퀘어의 US BEEF &
BEER 페스티벌을 지원했습니다. 11 월 한달 동안 진행된 해당 프로모션에서는
비프 카르파치오, 로스트비프, 즉석 스테이크, 비프라자냐, 소고기찜 등
세븐스퀘어가 제안하는 미국산 소고기 메뉴, 이와 어울리는 페어링 음료를
선보였으며 프로모션 기간 동안 세븐스퀘어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프랑스산
스파클링 워터 제공, 버드와이저 생맥주 50%할인, 6 인 이상 단체고객에게
5 만원권 바우처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USPGC In-Store Promotion 2019
2019 년도 미국피칸협회 미국산 피칸 프로모션
2019 년 10 월 - 12 월
미국 피칸 협회 (US Pecan Growers Council)는 미국산 피칸의 우수한 영양적
효능을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2019 년
하반기에는 미국산 피칸의 소비 및 인지도 증진을 위하여 국내 주요 마트 및
백화점에서 시식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 02-786-7703)

Korea Quarter Horse Association ‘Quarter Horse Western Riding Competition 2019’
한국쿼터호스협회 ‘2019 년 쿼터호스웨스턴승마대회’ 개최
경북 영천시 운주산 승마장
2019 년 12 월 2 일
주한미국농업무역관이 후원하고 한국쿼터호스협회가 주관한
쿼터호스승마대회가 지난 12 월 2 일 경북 영천시에서 열린 가운데
김천승마장 소속 남주완 기수와 ‘제니’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8 년 한국에서의 레져용 승마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본 대회에 2019 년에는 총 31 개의 팀이 출전하여 각축을 벌였으며
우승팀에게는 상금 천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쿼터호스
종은 기질이 온순하며 적응력도 좋아서 레져용 승마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400 여 두의 쿼터호스가
있으며 절반인 200 여 두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습니다.

U.S. Butcher’s Shop Sales Promotion
미국육류수출협회 U.S. Butcher’s Shop 프로모션
G9 (www.g9.co.kr)
2019 년 12 월 2 - 8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G9 와 함께 U.S. Butcher’s Shop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12 월 2 일부터 8 일까지 1 주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홈파티를 비롯한 다양한 연말 모임에 잘
어울리는 미국산 소고기 스테이크 및 구이류가 홍보되었고,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비롯하여 쟌슨빌 소시지, 슈가데일
및 오스카마이어 돈육 가공품이 홍보되었으며 매일 지정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California Cheese Seminar at Café SONA
캘리포니아 치즈 세미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카페 소나
2019 년 12 월 9 일
캘리포니아 유제품협회에서는 12 월 9 일, 캘리포니아 스페셜티 치즈를 베이커리 셰프에게 소개하기 위해 디저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CIA 출신 성현아 셰프가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 <소나>에서 진행되었으며 성현아 셰프는 캘리포니아
치즈를 활용한 디저트 레시피를 제안, 스낵, 세이보리, 스위트 카테고리에 나눠, ‘시에라 네바다’의 크림치즈를 활용한
펌프킨 크림 타르트, ‘포인트 레이즈’ 오리지날 블루 치즈로 만든 다쿠아즈 등 다양한 치즈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유제품협회는 국내에 아직 소개 전인 캘리포니아 스페셜티
치즈 10 종류의 치즈 테이스팅 및 소개를 통해 캘리포니아 치즈를
홍보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캘리포니아 스페셜티
치즈에 대해 배울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평가해주셨고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호박 치즈 타르트는 12 월
27 일부터 소나 카페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Sunkist Packing House Visit Program in 2019
2019 썬키스트 패킹하우스 방문
미국 썬키스트 패킹 하우스
2019 년 12 월 9 – 12 일
썬키스트 코리아(Sunkist Korea)는 2019 년 12 월 9 일부터 12 일까지 주요 거래처 및 수입사 직원을 초청하여 썬키스트의
주요 패킹하우스를 방문, 산지에서 직접 썬키스트의 품질 관리 방법을 관찰하고 오렌지의 품질을 확인하였으며 2020 년
작황 예상 등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과 저희 썬키스트 양자에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USA Specialty Cheese Pop-Up Store
미국 스페셜티 치즈 팝업 스토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스테리아 마티네
2019 년 12 월 12 일
미국 유제품수출협회는 국내 소비자에게 미국의 다양한 스페셜티치즈를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지난 12 월
12 일 서울 논현동 오스테리아 마티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치즈 활용 메뉴 5 종 및 온라인 마트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미국 스페셜티 치즈와 최근 국내에 수입한 치즈 등 다양한 미국 스페셜티 치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시식할 수 있는
카트를 운영, 고객이 직접 시식 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반 소비자, 치즈 수입사, 외식업계, 미디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치즈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행사였습니다.

WUSATA 2019 Dried Fruit and Nut Inbound Trade Mission to Texas, New Mexico, Arizona and California
미국서부농업무역협회 식품사절단 미국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주 방문
2019 년 12 월 7 - 14 일
미국서부농업무역협회(Western United States Agricultural Trade
Association)는 뉴멕시코 주와 캘리포니아 주 농무부 공동으로
WUSATA 2019 Dried Fruit and Nut Inbound Trade Mission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주요 바이어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번
바이어 사절단 행사는 미국 현지 식품공급업체와의 개별 미팅, 업체
방문, 리테일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의:
유소연 담당관, 02-786-7703)

US PORK Christmas Dinner & Table Manner Cooking Class
US PORK 크리스마스 디너 & 테이블매너 쿠킹클래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봄,블룸봄 쿠킹스튜디오
2019 년 12 월 16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연말 홈파티
시즌을 맞아 US PORK 크리스마스 디너
& 테이블매너 쿠킹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홍대 봄,블룸봄
쿠킹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번
클래스에서는 세컨드키친,
사운즈한남의 총괄셰프인 박민혁 셰프가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베이컨을 이용해 연말 파티에 어울리는 화려하고
수준 높은 요리를 선보였으며, 이와 함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지켜야할 테이블매너에 대한 강의도 제공했습니다.

2019 KORUS Food & Ag Roundtable Seminar
2019 한미농식품교역 관계자 간담회 및 송년오찬
서울 광화문 포시즌즈 호텔 누리볼룸
2019 년 12 월 18 일
미국농업무역관은 농식품무역과 관련된 주요 법규 이슈들 및 제품군별 수입현황을 살펴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0 년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12 월 18 일 주요 농식품 수입유통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한미농식품무역 오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참석해주신 40 여 업계 리더분들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한미국대사관 농무과 및 농업무역관 직원들이 업계 현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Mom’s Club Florida Grapefruit Maternity Class
맘스클럽 플로리다 자몽 산모교실
아트홀 봄
2019 년 12 월 18 일
플로리다시트러스협회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된 맘스클럽 산모교실에서 약 200 여명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제철 맞은 플로리다 자몽을 홍보하였습니다. 행사장 내 메인으로 설치된 플로리다 자몽 부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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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문의: 윤 진 옥 과장, 070-7775-5863 또는 info@sohnmm.com)

Homeplus US BEEF Ribeye Steak Cooking Class
홈플러스 US BEEF 립아이스테이크 쿠킹클래스
홈플러스 문화센터 12 개점
2019 년 11 월 18 일 - 12 월 20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홈플러스에서의 미국산 스테이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홈플러스 US BEEF 랍아이 스테이크 쿠킹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홈플러스 12 개
지점 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클래스에서는 김희은 셰프와 김기훈 셰프가
미국산 꽃등심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쉽고
맛있게 만들어먹는
스테이크 요리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Taste of the U.S.
미국의 맛, 美味 페스티벌
미트솔루션 (www.meatsolution.co.kr)
2019 년 11 월 25 일 - 12 월 22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CJ 프레시웨이가 런칭한 온라인 B2B 축산몰
미트솔루션(Meat Solution)과 함께 미미(美味-미국의 맛)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미트솔루션의 정식오픈에 맞춰 11 월 25 일부터 12 월
22 일까지 4 주간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 전체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주간별로 인기 아이템을 선정하여
특가판매행사가 진행되었으며, 4 주간 구매금액을 평가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Year-end Party with American Beef
아메리칸 비프로 듀근듀근 연말파티
G 마켓 (www.gmarket.co.kr)
2019 년 12 월 16 - 22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연말 홈파티 시즌을 맞이하여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G 마켓과 함께 ‘아메리칸 비프로 듀근듀근
연말파티’ 프로모션을 진행, 12 월 16 일부터 22 일까지 1 주일 동안 최근
떠오르는 트렌드인 연말 홈파티를 위한 미국산 소고기를 이용한 스테이크
및 밀키트 제품들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참여 브랜드를 모두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명을 추첨해 ‘트라몬티나 프리미엄 커틀러리
세트’를 증정하는 행사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19 Fresh Noodle Flour Blending Research Project Seminar
생면용 (칼국수 및 중화면) 맥분 블렌딩 연구과제 발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토파즈룸
2019 년 12 월 27 일
미국소맥협회는 12 월 27 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생면용
맥분블렌딩 (호주맥:미산맥) 연구과제 발표세미나 (Fresh
Noodle Flour Blending Research Project Seminar)를 개최
하였습니다.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수용 교수팀은 지난
6 개월간 (2019 년 7 월-12 월) 미국산 소맥을 이용한 칼국수 및
중화면용 맥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인이 선호하는 식감의 칼국수 및 중화면용 맥분의
적정 혼합(Blending) 비율을 찾아내고, 맥분의 기초 분석부터
최종제품의 식감 테스트까지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연구를 담당하였던 이수용
교수가 “The Effect of U.S. Wheat Flour Blends on the Quality
Attribute of Korean Fresh Noodles”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농심, 팔도, 삼양식품, 오뚜기, 풀무원, 샘표 등
국내 주요 면류회사 연구진 뿐만 아니라 CJ,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국내 제분사 연구/품질팀장을 포함한 총 50 명의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 샘플을 직접 확인하는 등 면류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미나 발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소맥협회 (오신학 차장 shinhakoh@ushweat.org)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US Pomegranate In-Store Promotion 2019
2019 년도 미국석류협회 미국산 석류 프로모션
2019 년 12 월 중
미국석류협회 (US Pomegranate Council)는 12 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산 석류 시식행사를 여러 리테일 매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석류의 판매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박선민 부사장, 02-786-6684)

VIPS Golden Premier Steak Promotion
빕스(VIPS) 골든 프리미어 스테이크 특가전
빕스 전 매장
2019 년 12 월 1 - 31 일
미국육류수출협회가 연말시즌을 맞이하여 빕스와 함께 진행한 US BEEF
골든 프리미어 스테이크 특가전에서는 미국산 토마호크 스테이크 또는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주문 시 스테이크 중량 100g 추가 제공, 샐러드바
할인 등과 함께 빕스타그램을 통한 나만의 골든 프리미어 스테이크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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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y Ridge Maple Farms
4657 State Route 21 South, Canandaigua New York 14424
Contact: Jeff Foley - Sales
Phone: 585-739-0687
Email: jeff@rockyridgemaple.com
Web: http://RockyRidgeMaple.com
Company Profile: We are an Organic and Kosher Certified Maple Producer specializing in exporting. Our
operation is vertically integrated allowing for a lower purchasing price for a better profit margins for
businesses. We USD$1.3 million in gross sales for 2019 and we are equipped to handle 2-3 times that
volume. Our goal is to provide a high-quality taste of America.

Products to Offer

•

Maple Syrup

•

Maple Sugar

•

Bulk options

Rutherford Wine Company
1680 Silverado Trail S., St. Helena, CA 94574
Contact: Daniel Assef, Export Sales Manager
Phone: 951-318-8150
Email: daniel.assef@rutherfordwine.com
Web: https://rutherfordranch.com/
Company Profile:

•

Rutherford Wine Company has been growing premium grapes as a family tradition for the last
past fifty years. For three generations we have explored and cultivated some of our state's finest
vineyards and farmlands resulting in a portfolio of wines that represents the rich diversity of
California's outstanding appellations.

•

Rutherford Ranch Winery was named 2017 California Sustainable Winery of the Year at the New
York International Wine Competition.

Product/Brands to Offer:

•

RUTHERFORD RANCH NAPA VALLEY WINES

•

FOUR VIRTUES

•

PREDATOR

•

RHIANNON

Rutherford Wine Company
1680 Silverado Trail S., St. Helena, CA 94574
Contact: Daniel Assef, Export Sales Manager
Phone: 951-318-8150
Email: daniel.assef@rutherfordwine.com
Web: https://rutherfordranch.com/
Company Profile:

•

Rutherford Wine Company has been growing premium grapes as a family tradition for the last
past fifty years. For three generations we have explored and cultivated some of our state's finest
vineyards and farmlands resulting in a portfolio of wines that represents the rich diversity of
California's outstanding appellations.

•

Rutherford Ranch Winery was named 2017 California Sustainable Winery of the Year at the New
York International Wine Competition.

Product/Brands to Offer:

•

RUTHERFORD RANCH NAPA VALLEY WINES

•

FOUR VIRTUES

•

PREDATOR

•

RHIANNON

Trans Globe
220 Heritage Walk, Suite 107, Woodstock Georgia 30188
Contact: Diaa Ghaly / Bishoy Ghaly
Phone: 470-345-9169
Fax: 470-552-4511
Email: contact@tglobetrade.com
Web: www.tglobetrade.com
Company Profile:

•

Trans Globe is a full-service feed ingredients and raw materials supplier; with loyal customers in
more than 36 countries. We are headquartered in Woodstock, Georgia, and we offer complete
feed and food solutions to our customers all over the world. Trans Globe is one of the leading
agribusiness containers exporters from the USA to the Middle East, Asia, South America, Africa
and Europe regions.

•

Our global origination, supply chain, infrastructure and customer service capabilities, along with
worldwide logistical services, make us an international leader in the field. With more than 25 years
in the export industry, you can depend on the quality, consistency and accountability of our
products and services.

•

Trans Globe applies the most stringent quality control standards to each and every product. We
utilize the Triple Check System where every order is subjected to a minimum of three QC
inspections. These inspections test all orders for conformity to rigid standards, which include a
variety of physical and chemical criteria. From quality and consistency to customer service and
cost—delivering a higher standard of products at the best possible price is our mission. That’s
why you can count on us to deliver exceptional value time and time again.

•

More about our products are at www.tglobetrade.com/products.

Product/Business to Offer:

•

Feed grains and raw materials (including products like soybeans, meals, corn by products, cotton
seed/meal, barley, sorghum, etc.)

•

Animal proteins

•

Hay and Forage

•

Feed additives

•

Food ingredients/dry pulses

Northwest Grains International, LLC
Minneapolis, MN 55439
Contact: Gary Mao, President & Owner
Phone: 952-746-2888
Fax: 952-746-2889
Email: Agmarketing@nwgrains.com
Web: http://nwgrains.com
Company Profile: Northwest Grains International is a leading worldwide source for containerized
shipments of high-quality US grain products and feed ingredients. Services include origination, logistics,
and terminal services for exporting to customers around the globe.
Product/Business to Offer:

•

Animal Protein Meals, Corn, Corn Gluten Meal (CGM), Dried Distillers Grains (DDGS), Soybeans,
Soybean Meal, Whey Protein Powder, Whole Cottonseed, (additional commodities available upon
request)

<다음 분기 (2020 년 1~3 월) 미국내 개최 식품관련 전시회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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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Western Stock Show and Rodeo 2020
Gulf States Horticultural Expo
Veterinary Meeting & Expo 2020
The Winter Fancy Food Show 2020
NAHB International Builders’ Show
International Production & Processing Expo (formerly International Poultry Expo)
ASTA’s 59th Annual Vegetable & Flower Seed Conference
Food Processing Expo 2020
The Convenience Distribution Marketplace 2020
Global Pet Expo
32nd National Fiery Foods & Barbecue Show
Natural Products Expo West 2020 (co-located with Fresh Ideas Organic Marketplace)
Houston Livestock Show and Rodeo
International Restaurant & Foodservice Show of New York (co-located with Healthy Food Expo New York &
Coffee Fest)

➢
➢
➢
➢
➢
➢
➢

International Home & Housewares Show 2020
Seafood Expo North America (International Boston Seafood Show)
SNAXPO 2020
World Floral Expo 2020
Nightclub & Bar Show
International Artisan Bakery Expo
IAADFS Duty Free & Travel Retail Summit of the Americas (formerly Duty Free Show of the Americas)

National Western Stock

Denver, CO

January 11 - 26

Show and Rode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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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lf States Horticultural

Mobile, AL

January 16 – 17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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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terinary Meeting & Expo

Orlando, FL

January 18 – 22

2020

North American Veterinary Community
Orlando, FL 32801
Tel: 352-375-5672
Email: expo@navc.com
Website: www.navc.com

The Winter Fancy Food

San Francisco,

Show 2020

CA

January 19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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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B International

Las Vegas, NV

January 21 - 23

Bui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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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Production &

Atlanta, GA

January 28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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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A’s 59th Annual

Monterey, CA

February 1 - 4

American Seed Trade Association

Vegetable & Flower Seed

1701 Duke Street, Suite 275

Conference

Alexandria, VA 22314-3415
Tel: 703-837-8140
Fax: 703-837-9365
Website: www.amseed.org

Food Processing Expo 2020

Santa Cl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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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venience

San Antonio, TX

February 24 - 26

Convenience Distribution Association

Distribution Marketplace

11311 Sunset Hills Road

2020

Reston, VA 20190
Tel: 703-208-3358
Email: info@cdaweb.net
Website: www.cdaweb.net

Global Pet Expo

Orlando, FL

February 26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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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nd National Fiery Foods

Albuquerque,

February 28 -

Sunbelt Shows, Inc.

& Barbecue Show

NM

Mar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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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 Products Expo West

Anaheim, CA

March 3 - 7

New Hope Network

2020 (co-located with Fresh

1401 Pearl Street

Ideas Organic Marketplace)

Boulder, CO 80302
Tel: 303-390-1776
Fax: 913-514-7014
Website: www.expowest.com

Houston Livestock Show

Houston, TX

March 3 - 22

and Rodeo

Houston Livestock Show and Rodeo
P.O. Box 20070
Houston, TX 77225-0070
Tel: 832-667-1103
Fax: 832-667-1134
Website: www.rodeohouston.com

International Restaurant &

New York, NY

March 8 - 10

Clarion UX

Foodservice Show of New

35 Nutmeg Drive, Ste. 125

York (co-located with

Trumbull, CT 06611

Healthy Food Expo New

Tel: 800-318-2238

York & Coffee F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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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Home &
Housewares Show 2020

Chicago, IL

March 14 - 17

International Housewares Association
6400 Shafer Court, Suite 650
Rosemont, IL 60018
Tel: 847-292-4200

Fax: 847-292-4211
Website: www.housewares.org
Seafood Expo North

Boston, MA

March 15 - 17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

America (International

P.O. Box 7437

Boston Seafood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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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AXPO 2020

Charlotte, NC

March 22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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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Floral Expo 2020

New York, NY

March 25 – 27

HPP Worldwide
P.O. Box 625
1000 AP Amsterdam
Netherlands
Tel: 31-20-6622482
Website: www.worldfloralexpo.com

Nightclub & Bar Show

Las Vegas, NV

March 30 – April 1

Questex Worldwide Headquarters
275 Grove St. Suite 2-130
Newton, MA 02466
Tel: 800-247-3881
Fax: 662-236-5541
Website: www.ncbshow.com

International Artisan Bakery

Las Vegas, NV

March 30 – April 2

Expo

Emerald Expositions, LLC
31910 Del Obispo, Suite 200
San Juan Capistrano, CA 92675
Tel: 949-226-5700
Email: info@emeraldexpo.com
Website: www.emeraldexpositions.com

IAADFS Duty Free & Travel

Orlando, FL

March 31 – April 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irport Duty

Retail Summit of the

Free Stores

Americas (formerly Duty

2025 M Street, NW. Suite 800

Free Show of the Amer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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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