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행사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미국농업무역관으로 연락주세요 .
행사 계획은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소식지에 게재된

California Walnut Commission PR Campaign
캘리포니아 호두 홍보 캠페인
2013 년 4 월 ~ 연중 내내
캘리포니아호두협회는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산
호두의 소비에 발맞추어 소비자 대상 PR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해 캘리포니아 호두의 영양학적 가치와 친근한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3 년 4 월부터 각종 주요월간지,
버스중앙차로 쉘터, 지하철 스크린도어, 야구장 옥외광고판 등을
통해 광고 캠페인이 전개가 되며, 기존의 “심장에 좋은
호두”/”두뇌에 좋은 호두”에서 더 나아가 “믿을 수 있는 식품,
캘리포니아호두”의 메시지를 담아 몇 가지 버전으로 각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소개될 예정입니다.

California Wine Festival in Lotte Mart Stores
롯데마트 “캘리포니아와인축제” 진행
2013 년 4 월 ~ 2 주간
캘리포니아와인협회는 롯데마트와 함께 2013 년 4 월,
2 주간의 “캘리포니아와인 축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2013 년 3 월 15 일 한미 FTA 실행 1 주년을 기념하여
미국대사관 농무관 Mike Myers 가 참가한 가운데 축하
홍보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 롯데마트에서는 지난 1 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요 와이너리들과 계약을 맺어 직수입을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가격에 품질 좋은 캘리포니아
와인을 공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와인협회는 롯데마트 매장 와인섹션에서
시음행사와 “롯데마트의 캘리포니아와인”이라는 주제의
특별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본 행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캘리포니아와인협회
한국사무소 (전화: 02-543-9380, 팩스: 02-543-0944,
담당: 이은진 차장)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daho Governor’s Delegation Visits Seoul
미국 아이다호 주지사 경제사절단 방한
서울 반포동 J.W. Marriott Hotel
2013 년 4 월 20 - 23 일
오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C.L. “Butch” Otter 주지사가 이끄는 미국 아이다호주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합
니다. 사절단에는 아이다호주 농무성 임직원 및 식품 공급업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방한 기간 동안 국내 주요
무역기관 및 관련업계를 예방하고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절단에 참가하는 미국측 회사들의 리스트 등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면 Korea Business Service Inc. (전화: 02-786-7703, 팩스: 02-786-7704, 이메일
kristie@kbsinc.co.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Korean Retail Team Visits U.S. Meat Industry
한국 유통업계 사절단 미국 육류업계 방문
미국 네브라스카주 및 아이오와주 일대
2013 년 4 월 22 - 28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홈플러스 전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산 소고기 판매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판매실적을
기록한 매장 축산 담당자 및 홈플러스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4 월 22 일부터 28 일까지 미국산 육류 산업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를
비롯하여 네브라스카주와 아이오와주에 있는 목장 및
비육장, 소고기/돼지고기 도축 가공장과 유통 매장을
둘러봄으로써 미국산 육류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U.S. Pavilion, Seoul Food & Hotel
서울국제식품박람회 미국식품전시관
고양시 KINTEX 전시장
2013 년 5 월 14 - 17 일
서울국제식품박람회 (Seoul Food & Hotel Show)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 온 미국식품전시관이 다양한 제품과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해도 한국을 찾아 옵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식품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박람회는 국내
식품업체들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하는 국내전시관 (일반인 입장)과 한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식품업체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을 연결하는 국제전시관(업계 관계자 입장)으로 나뉘어 구성됩니다. 미국식품전시관은 국제전시관에
위치하여 미국 육류수출협회, 감자협회, 가금류수출협회, 유제품협회, 서부주농업무역협회, 남주부농업무역협회
등의 무역단체들을 비롯한 40 여 개의 미국식품공급업체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미국농업무역관은 미국의
여러 무역진흥협회들과 공동으로 미국전시관 비즈니스센타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전시회 첫날 저녁 미국전시관 개관기념리셉션을 개최하여 국내 수입업체들과 미국관 전시업체들
사이에 친선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전시관의
전시업체 및 제품에 대한 문의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기간: 2013 년 5 월 14 일 (화) - 5 월 17 일 (금)
● 관람시간: 오전 10 시 - 오후 5 시

● 전시회입장권: 초청장 지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시 무료입장
● 인터넷 홈페이지: www.seoulfood.or.kr

U.S. Pavilion Opening Reception, Seoul Food & Hotel 2013
서울국제식품박람회 미국전시관 개관 기념 리셉션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 3 층 로비
2013 년 5 월 14 일 (화) 오후 5 시 30 분
서울국제식품전 미국전시관의 개관을 기념하는 리셉션이 전시회 첫날인 5 월 14 일 (화) 오후 5 시 30 분에
킨텍스 3 층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참석하시는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전시회를 위해 방한한 미국 공급사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친선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기회와 제품 아이디어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초청장은 4 월 중순에 우편 발송될 예정이나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사전등록도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02) 397-4554 / 4276 / 4188 (전화), 720-7921 (팩스)
● 칵테일바 및 스탠딩 뷔페 제공
● 드레스코드: 비즈니스 캐주얼 또는 정장
● 참석자의 귀가 교통 편의를 위해 리셉션 종료 후 서울행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합니다.
o 셔틀버스 출발시간: 오후 7:00 시
o 1 호차: 킨텍스 > 홍은동 힐튼호텔 >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역
o 2 호차: 킨텍스 > 여의도역 > 반포 고속버스터미널역

The 6th California Raisins Bakery Contest
캘리포니아 레이즌 베이커리 신제품 개발 콘테스트 개최
장소: 수원여자대학
2013 년 6 월 1 일
미국 캘리포니아 건포도를 이용한 신제품 및 시장성 있는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해 국내 베이커리 업계에
기여하고자 캘리포니아 건포도 운영위원회 한국대표사무소(이하 RAC Korea)가 매년 개최하는 캘리포니아
레이즌 베이커리 신제품 개발 콘테스트가 오는 6 월 1 일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7 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보다 많은 기회와 특전이 기다리고 있는 행사로서, 기존 효모종을 이용한 빵 부문과 페이스트리 부문
2 개로 운영되던 경연 분류에 특별 부문이 추가 됩니다. 향후 격년으로 시행될 특별 부문은 매년 새로운 주제가
제시될 예정이며, 2013 년도 대회에서는 ‘건포도를 이용한 식빵’을 주제로 경연이 이뤄지게 됩니다. RAC
Korea 는 매년 각 부문의 1-2 등 수상자에게 미국 연수의 기회를 포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국제 제과제빵 산업 박람회 (IBIE)에서 수상작품을 전시하고 참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대회 참가신청 마감은 5 월 3 일(금), 예선 발표는 5 월 13 일(월)이며 신청서는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참가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RAC Korea (담당: 최유경 과장, 02-3442-1586)에서
배포하는 참가규정집 및 웹사이트를 (www.rackorea.com) 참조하시면 됩니다.

Korean Cheese Buyers Mission to Int’l Pizza Expo and California Dairy Industry
한국피자업체 대표단 국제 피자 박람회 및 캘리포니아 피자업계 방문
장소: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시 및 캘리포니아주 일대
2013 년 3 월 18 – 25 일

캘리포니아 유제품협회는 지난 3 월 국내 주요 피자업체를
초청하여 미국 라스베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nternational Pizza Expo 와 캘리포니아 치즈 생산시설을
방문하는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Pizza
Expo 는 피자 전문 요리사들이 경합하는 대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피자와 토핑, 요리법, 요리 기구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를 자랑하는 피자
전시회입니다. 본 산업시찰 프로그램에는 총 5 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전시회 참관 외에도 캘리포니아의 치즈 생산
농장 및 공장 방문, 교육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의: 캘리포니아 유제품협회
한국사무소 담당 노소영 차장, 02-543-9380)

Ambassador Sung Kim Visits Busan
성 김 주한미국대사 부산 방문
장소: 부산 및 김해시 녹산 일대
2013 년 3 월 13- 14 일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FTA 발효 1 주년을 기념하여 부산을 방문해 양국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월 13 일에는 코스트코 부산점을 방문하여 미국산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미국산 식품 소비자들을 만나고 취재진들의 인터뷰에 응했으며 3 월 14 일에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한미 양국의 무역으로 인한 거대물량의 생산품을 처리하고 있는
부산 신항을 방문하여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소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뒤이어
농심 녹산공장을 방문한 성 김 대사님은 미국산 밀을 사용하여 국내 소비용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 수출을
위한 면류를 생산하는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후 부산대학교로 이동, 300 명이 넘는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파트너십과 공동 번영의 60 년”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며 한미간 넓고 깊은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U.S. Pork Story Renewal Event
“포크스토리” 개편 행사
2013 년 3 월 6 – 18 일

미국산 돼지고기 소비자 사이트인 포크스토리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육류수출협회에서는 새롭게 단장한 사이트에서
돼지캐릭터 찾기 이벤트와 더불어 새학기를
맞이하여 MT 를 떠나는 대학생들에게 미국산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참여와 공감을 도모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면
“포크스토리 (www.porkstory.c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Korean HRI Menu R&D Team Visits U.S. Food Industry
한국메뉴개발팀 미국방문 및 연수 프로그램
장소: 텍사스주 및 캘리포니아주 일대
2013 년 3 월 4 – 10 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2013 년 3 월
4 일부터 10 일까지 SG 다인힐 메뉴개발 &
마케팅 팀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식문화 탐방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과거
Dry-aging (건조숙성)을 한국에 소개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정통 아메리칸
바비큐를 직접 접하고 조리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식문화의 제시와
함께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California Almond Featured in Korean TV Shows
인기 주말 TV 프로그램, 아몬드의 영양학적 가치 집중 조명
SBS “정글의 법칙 – 뉴질랜드 편”, SBS “행진”
2013 년 2 월 - 3 월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는 아몬드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영양 간식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SBS 의 “행진”과 “정글의 법칙 – 뉴질랜드
편”등 다수의 인기 TV 프로그램들에서 아몬드가 건강한
연예인들이 간편하게 즐겨먹는 고단백 영양간식으로 소개
되었습니다. 아몬드는 최근 “정글의 법칙”에서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모델 출신 배우 정석원씨의 정글 생존 필수품으로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으며 지난 2 월, 이선균, 유해진, 장미란
씨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국토대장정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던
“행진”에서도 아몬드가 야외 활동 또는 이동 중에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고단백 식품으로 소개되었습니다.

U.S. Potato Board Frozen Potato New Menu
Presentation
미국감자협회 냉동감자 신메뉴 시연 세미나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인스키친’ 쿠킹 스투디오
2013 년 2 월 28 일
지난 2 월 28 일 외식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미국산 냉동감자 세미나가 열려 주요 외식 업체
메뉴개발자, 마케팅 담당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미국감자협회 (U.S. Potato
Board)에서 주최한 이 세미나에서는 웨스틴 조선호텔 출신 서지현 셰프와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출신
남정석 셰프가 미국산 냉동 감자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이 날은 특히 브런치
카페와 패밀리 레스토랑에 활용 가능한 감자 오믈렛, 감자 라자냐, 감자 새우 로제그라탕, 감자 컵 리조토
등 총 4 가지 메뉴를 시연해 큰 관심을 끌었으며 미국감자협회 본부 냉동감자 프로그램 매니저인 Susan

Weller 가 직접 참석해 미국 냉동 감자의 영양과 다양성, 활용 방법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감자협회 한국지사는 4 월 ~ 6 월 사이 총 2 회의 세미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산 냉동감자의 식품안전, 보관 및 조리의 간편함이라는 장점을 홍보하고 냉동감자를 이용해 개발된
다양한 고부가가치 메뉴를 관련업계 메뉴개발 담당자 및 셰프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미국감자협회 한국사무소 (전화: 02-543-9380, 팩스: 02-543-0944,
담당: 이은진 차장)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U.S. Softwood Export Council Visits the 28th KyungHyang Housing Fair
미국침엽수수출협회 대표단 방한 및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장소: 고양시 킨텍스 제 1 전시장
2013 년 2 월 20 – 24 일
미국침엽수협회는 협회 소속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구성하여 지난 2 월 방한, 제 28 회
경향하우징페어에 미국전시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절단은 방한 기간 동안
CTF-California TrusFrame, LLC.의 Kevin Kim
P.E.씨가 제작한 목조주택형 미국전시관에서
전시회 출품활동을 하였고 이외에도 인천항의
목재 수입 관련시설과 현지 업체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2012 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수입한 미국산 통나무, 목재, 합판,
마루재, 몰딩 등의 금액은 1 억 5 천 3 백만불에
달했으며 미국산 목재 수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 (www.atoseoul.com)에 게시되어 있는 다양한
시장보고서 중에 Wood Products Market Brief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California Walnut Commission “Product of the Year” Award
Ceremony
캘리포니아호두협회 ‘올해의 호두제품상’ 시상식
장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
2013 년 1 월 9 일

캘리포니아호두협회는 매년 한해동안 런칭 및
판매되는 식품/외식업체 메뉴 (제빵군은 제외)
중 창의적이면서도 캘리포니아호두의 소비 및
이미지 상승에 기여한 제품들을 선정,
해당업체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 년에
새롭게 개발, 런칭된 제품들에 대한 업계전문가
패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2013 년 1 월 9 일 수요일 오후 5 시,
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 2 층 <남산 II>에서
2012 년도 <올해의 호두제품상>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호두협회 본부
CEO Dennis Balint, Senior Marketing Director
Michelle McNeil, 캘리포니아호두협회 한국지사 관계자, 미국대사관 농업무역관장 Michael Fay,
캘리포니아호두 수입사관계자, 그리고 선정된 수상업체를 포함한 외식업체 및 제품생산업체들이
참석하여 국내 캘리포니아호두 시장의 성장과 캘리포니아 호두를 이용한 특별한 제품들의 선전을
축하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의 호두제품상 수상업체 & 제품 리스트 (업체명 가나다 순)
- 비알코리아 배스킨라빈스 / “호두까기인형” 아이스크림
- CJ푸드빌 뚜레쥬르 / “칼로리박스”
- 오리온 / “호떡쿠키”
- 카페베네 / “녹차타워빙수”
* 소비자가 선정한 올해의 제품
- 삼립식품 / 호두화과자 “신라의 달밤”

New Walnut Diet Developed for Diabetics
제 2 형 당뇨병 (성인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건강호두식단 개발
2013 년 1 월 중
갈수록 서구화되고 있는 식생활과 바쁜 일상으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제 2 형 당뇨병 환자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호두협회는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정혜경 교수님과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협력하여
칼로리와 필수영양소는 기본으로 꼼꼼하게 챙기면서
맛까지 검증된, 당뇨병환자들을 위한 한식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레시피들은
캘리포니아호두협회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브로셔 및 전문매체를 통해 병원소속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캘리포니아호두협회 한국사무소 (전화: 02-543-9380,
팩스: 02-543-0944, 담당: 이은진 차장)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 월 15 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만 1 년이 지났습니다. 협정에 의거하여 많은 미국산 농식품
수입에 있어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그 혜택을 즉각적으로 또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품목들도 있었고 2012 년 미국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급감, 2011 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물의 약 4 분의 1 을 차지하던 옥수수의 수입 실적이 대폭 감소하고 국내산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그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가지 못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 농식품시장에는 FTA 외적인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BICO Report 와 KITA 무역정보 중 미국무역통계를 참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인 몇 가지 품목의 최근 3 년간 교역 규모 변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정보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개별 품목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언제든 저희 미국농업무역관으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atoseoul.com)의
FTA 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회 2013 서울 커피엑스포

◆전시개요
행 사명: 2013 서울 커피엑스포

개최기간:

2013. 4. 11(목) ~ 14 (일) / 4일간

장 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

규 모:

200개사 500개부스(예정)

부대행사:

월드 수퍼 바리스타 챔피언쉽

주 최:

코엑스, (사)한국커피연합회

◆전시품목

및 전시업체 탐색: www.coffeeexpo.co.kr

제 9 회 2013 서울수산식품전시회
◆전시개요










행 사 명:
2013 서울수산식품전시회
개최기간:
2013. 4. 18(목) ~ 20일(토) / 3일간
장 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B홀(구 인도양홀)
규 모:
200개사 400개부스(예정)
부대행사:
HACCP관련세미나, 영양사 학술세미나, 수산정책세미나 (예정) 단체급식
보건/위생세미나, 참가업체설명회, 해외수출성공설명회
주 최:
(사)한국수산회
주관:
비투엑스포㈜
후 원:
해양수산부

◆전시품목

◈ 어패류, 수산물
◈ 수산가공품
◈ 초밥·회 관련 식품
◈ 수산관련 기자재
◈ 어촌 · 어항 홍보
◈ 씨푸드 레스토랑 & 프랜차이즈
◈수산산업신기술
◈수산식품쓰레기처리기술

◆ 참관객 사전등록 사이트: http://www.seoulseafood.com/kor/ereg_p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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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2-397-4276)로 통지해
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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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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