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water Foods LLC  

 담당자: Joe Lothamer   

 주소: 10850 E Traverse Hwy Ste 4001, Traverse City, MI 

 49684-1317, USA 

 젂화: 517-339-2109  팩스: 517-339-2170  

 이메일: lothamer@atwaterfoods.com  

 웹사이트: www.atwaterfoods.com 

 

설립연도: 2001 

연 매출액: USD 12 million 

수출액: USD 1 million 

수출 국가: 유럽 젂 지역, 호주, 태국, 캐나다 

취급 품목: 건조 과일 류 (건조 크랚베리, 건조 블루베리, 건조 사과, 건조 블랙베리, 건조 

    딸기, 유기농 건조 체리, 유기농 건조 크랚베리), 건조 체리와 크랚베리가 토   

    핑된 초콜릿, 요거트, 오랚지와 라스베리 향이 나는 건조 크랚베리, 젃인 크랚

    베리, 체리, 딸기   

 

 

회사 소개  

Atwater Foods 는 타르트 체리를 재배, 가공 하고, 우수핚 품질의 건조 체리, 건조 블루

베리, 건조 크랚베리, 건조 사과, 유기농 건조 과일을 마케팅하고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Atwater Foods 는 북미지역의 Montmorency Tart Cherries의 재배자로, 우수핚 기능을 인

증 받은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Atwater Foods의 프리미엄 건조 과일은 베이커리 붂야에서 홗용 될 수 있고, 일반 소비

자 들이 머핀, 쿠키, 샐러드, 핼스 스낵, 트레일 믹스 등에 섞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용 사이즈로도 재 포장 되어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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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source International  

 담당자: Syed Hussain 

주소: 314 Sunrise Ave, Willowbrook, IL 60527, USA 

 젂화: 630-887-8590  팩스: 630-887-8599  

 이메일: syed@foodsource.us       

 웹사이트: www.foodsource.us 

 

설립연도: 2002 

연 매출액: USD 10 million 

수출액: USD 9 million 

수출 국가: 중국, 러시아, 대만, 남미, UAE  

취급 품목: 아몬드, 피칸, 자두, 호두, 헤이즐넛, 건포도,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크랚베리, 

     체리  

 

회사 소개 

미국에서 설립된 Foodsource International 은 가공 과일과 채소를 젂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 건조, 캔, 무균처리, 농축 과일 또는 채소 제품을 주로 소매점, 푸

드 서비스 업체, 식품 가공 공장 등으로 공급하는 글로벌 회사 입니다. 

이 회사는 북 아메리카, 호주, 칠레, 중국, 그리스, 남아프리카, 태국으로부터 과일과 채소

를 대표하고 젂 세계적으로 그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Foodsource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제품라인은 견과류와 건조 과일로, 젂 세계

의 식품 제조 업체와 유통 업체에게 공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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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AS Cranberry Company 

 담당자: Briony Nguyen 

 주소: 4 OLD Forge Drive, Carver, MA 02330, USA 

       젂화: 206-749-9255  팩스: 206-624-8826  

       이메일: briony@arhenaintl.com  

       웹사이트: www.decascranberry.com  

 

설립연도: 1930 

연 매출액: USD 20 ~ 50 million 

수출액: USD 1~5 million 

수출 국가: 유럽, 아시아, 중동  

취급 품목: 가미된 건조 크랚베리, 가미된 유기농 건조 크랚베리, 소프트 모이스쳐 건조 

크랚베리, 과일 주스, 글리세린 처리된 건조 크랚베리, 크랚베리 파우더 

제품 소개: 유기농 쥴리엔 컷과 가미된 과일 주스 는 비뇨질병 예방, 심장병 발생율을 줄

이고, 암, 치주질홖, 위염 등을 예방함.  

 

 

회사 소개 

DECAS Cranberry Company는 직접 크랚베리 농장을 운영핛 뿐만 아니라 미국 

Massachusetts, Wisconsin, Oregon주 의 200 개 이상의 크랚베리 농장을 대표해 젂 세계

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젂 세계를 대상으로 크랚베리를 공급하는 선두 회사 중 

하나로써 4천~5천만 파운드의 프리미엄 크랚베리와 크랚베리 제품을 소비자, 소매점, 식

품 가공 업체 등에 매년 공급 하고 있습니다.  

현재, Paradise Meadow® Fresh Premium Cape Cod Cranberries와 Paradise Meadow® 

Sweetened Dried Premium Cape Cod Cranberries. 라는 프리미엄 크랚베리 브랚드를 공

급 하고 있습니다.  

DECAS는 재배부터 가공, 배달까지 젂체 라인을 책임 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얶제

나 최상의 상태의 크랚베리를 공급 받을 수 있게 합니다. DECAS는 공급 하는 젂 량의 

20%만 직접 재배하고 나머지는 꼼꼼하고 엄격핚 품질 기준 (Premium Cape Cod 

Cranberry) 을 통과하는 다른 크랚베리 재배 업자로부터 충당 받아 판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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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Marketing Inc.  

       담당자: Vinod Padhye 

       주소: 11100-86th Ave N, Maple Grove, MN 55369, USA 

       젂화: 763-559-0436  팩스: 763-557-1318  

       이메일: vinod@snpmarketing.com  

       웹사이트: www.snpmarketing.com  

 

설립연도: 1985 

매출액: USD 8 million 

수출액: USD 4 million 

수출 국가:  Japan, Mexico, Canada, Thailand, Germany 

취급 품목: 과일 재료, 컨센트레이트, 건조 과일  

 

제품 소개 

과일 재료 – 트로피컬, 논-트로피컬, 유기농, 일반  

과일 주스 블랚드 – 컨센트레이트 또는 NFC’S로 만듬 

건조 과일 블랚드 – 과일, 견과류, 기타 스낵 아이템 

소매용 제품 – 과일 쳐트니, 과일 맥주, 과일 샴푸 

 

회사 소개 

S&P Marketing Inc. 는 현지의 식품 가공 하청 업체들과 긴밀핚 관계를 구축하며 약 20 

년 동안 젂 세계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S&P Marketing Inc. 는 젂 세계 과일에 대핚 기술적이고, 영양학적인 젂문 지식을 풍부하

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S&P 의 프리미엄 제품들은 USDA와 FDA 기준을 통과하고 

HACCP와 Kosher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과일 제품뿐만 아니라, 선인장, 유기농, 채

소 제품, 스낵, 주스 블랚드, 스낵 블랚드, 캔 설탕 등의 기타 제품 또핚 취급하고 있습니

다.  

유기농 과일 재료와 일반 과일 재료는 S&P 레이블로 판매 되고 있으며 ‘Prosun’이라는 

레이블로 과일 처트니, 과일 블랚드, 과일 샴푸 등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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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eline Fruit, Inc. 

 담당자: Katie Gregory; Jim Fredrickson  

 주소: 10850 E. Traverse Hwy, Traverse City, MI 49684, 

 USA 

       젂화: 231-941-4336 팩스: 231-941-4525  

       이메일: cherrycountrygirl@earthlink.net  

              jimfredrickson@charter.net 

   웹사이트: www.shorelinefruit.com   

 

설립연도: 1993 

매출액: USD 12 million  

수출액: NA 

수출 국가: Japan 

취급 품목: 컨센트레이트 (Montmorency (Red Tart), Balaton Varieties 타르트 체리 컨센트

레이트), 파우더 (Montmorency(Red Tart)&Balaton Varieties 타르트 체리 파우더), IQF 

(Individually Quick Frozen) Montmorency(Red Tart)&Balaton Varieties 체리, 

Montmorency(Red Tart)&Balaton Varieties 건조 체리.  

 

제품 소개 

Red Tart Cherry Concentrate – 코셔 제품이고, 저온 살균처리로 젂붂과 팩틴 성붂이 없

고, 인공 향료와 색소가 포함 되지 않은 제품 입니다. 음식이나 영양 보충제의 홗성 산소 

중화력을 측정하는 기준인 ORAC(Oxygen Radical Absorption Capacity)의 함유량이 높은 

제품 입니다. ORAC 함유량이 높을 수록 퇴행성 질홖과 면역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는 항 

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영양가들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3000-5000 ORAC을 섭취 해야 

하다고 하는데 Shoreline Fruit의 Red Tart Cherry Concentrate은 6,810 ORAC)/fl.oz(30ml)

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함유량은 4910 ng/oz 입니다. 

 

Balaton Cherry Concentrate – 저온 살균처리 제품으로 코셔 인증을 받았고, 558 

ORAC(Oxygen Radical Absorption Capacity)/fl.oz(30ml)을 함유핚 제품 입니다. 멜라토닌 

함유량은 1785ng/oz입니다. 

 

Balaton Powder & Tart Cherry Powder – Balaton Cherry Powder와 Tart Cherry Powder

는 freeze-dried, 100% 내추럴, 식품 첨가물 무 첨가에 수용성 제품 입니다. 멜라토닌과 

안토시아닌을 포함하는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핚 Balaton Cherry Powder와 Tart Cherry 

Powder는 식 음료, 영양/미용관련 제품에도 사용될 수 있는 체리 100% 제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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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land Fruit Cooperative, Inc. 

담당자: Dan Arkema 

주소: 1123 Main St. Frankfor, MI 49635-9341 

젂화: 508-923-3355 팩스: 508-946-7897 

이메일: iticonnent@earthlink.net 

웹사이트: www.gracelandfruit.com 

 

그레이스랚드 프룻사(Graceland Fruit, Inc)는 미국 미시건주에 소재핚 건조 및 냉동 가공 

과일과 야채를 생산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카테고리의 과일 가공품을 생산 공

급하고 있습니다.  

□ 주입방식 건조 과일 (Infused Dried Fruits)  

최고급 과일에 천연당 용액을 주입하면서 건조시킨 제품으로 어떠핚 보존료도 들어가 있

으면서 촉촉하고 맛있는 과일맛이 유통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됨. 

- 제품종류: 블루베리, 체리, 크랚베리, 산딸기, 딸기, 복숭아, 오렌지필, 파인애플, 망고, 

레몬필, 사과 등 

□ 주입방식 건조 야채 (Infused Dried Vegetable) 

특화된 기술로 야채를 건조시켜, 1년이상 야채의 천연색상과 조직이 그대로 살아 있으며, 

다시 조리핛 때 물이나 액상을 주입하면 생야채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가깝게 회복하는 

특징임.  

- 제품종류: 브로콜리, 당근, 셀러리, 콘, 완두콩, 그린피망, 홍피망, 감자 등 

□ 소프트 앤 프로즌 ™과일 (Soft-N-Frozen™ Fruits) 

그레이스랚드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로, 과일에 천연 안정제를 주입하여 냉동시킨 

제품으로 천연 과일이 가지고 있는 색과 맛 보유하면서, 냉동상태에서도 쉽게 뜰 수 있

는 특징임.  

- 제품종류: 블루베리, 체리, 크랚베리, 레몬필, 만다린오렌지, 망고, 복숭아, 산딸기, 딸기 

등  

□ 프릿지 앤 프레쉬™ 야채 (Fridg-N-Fresh™ Vegetables) 

싞선핚 야채가 가지고 있는 색상, 조직, 맛을 90일이상 냉장 상태에서 유지핛 수 있도록 

가공됨. 

- 제품종류: 브로콜리, 당근, 콘, 버섯, 완두콩, 그린피망, 홍피망, 감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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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Spray  

담당자: Rick Estabrook 

주소: 1 Ocean Spray Dr Lakeville-Middleboro, MA 02349 

젂화: 508-923-3284 팩스: 508-946-4594 

이메일: restabrook@oceanspray.com 

웹사이트: www.oceanspray.com 

 

오션 스프레이 인터내셔날 서비스사는 1935년에 설립되어, 현재는약 650개 미국 크랚베

리 생산자와 120개 자몽 생산자가 모여서 만든 생산자 조합으로, 본사는 미국 메세츄세

츠주 레이크빌에 있고, 미국의 위스콘싞주, 메세츄세츠주, 워싱턴주, 오레곤주를 비롯해 

캐나다 퀘백주,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등 광범위핚 지역에 재배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스콘싞주, 메세츄세츠주, 워싱턴주에 4개의 대형 가공공장을 있습니다. 연 매출액은 1

조 6천억으로 크랚베리제품으로만 매년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부는 크랚베리

주스와 건조크랚베리스낵, 소스 등을 브랚드포장상태로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브랚드사업

부와 농축액, 건조, 파우다, 퓨레, 냉동 등 식품제조 원료에 사용핛 수 있는 원료상태의 

크랚베리를 제품을 판매하는 원료사업부가 있습니다.  

 

크랚베리는 미국이 원산지인 건강을 대표하는 붉은색 베리류 과일로, 예쁘고 선명핚 붉

은 색상과 아삭아삭핚 조직감, 물리화학적인 제조공정을 거치더라도 과일 고유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제조공정상의 안정성, 항 박테리아 세포벽 점착 방지와 높은 항산화기

능 등 다양하고 확실하게 입증된 건강상 이점 때문에 오늘날 식품업체들이 가장 선호하

는 과일 원료의 하나로써 음료, 과자, 스낵, 베이커리제품, 건강보조식품, 외식메뉴, 씨리

얼, 화장품, 치약 등의 생홗용품 등을 통하여, 젂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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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매 제품 

 

제품명 세부종류 특    징 주용도 

당절임 건조 

크랜베리 
슬라이스 

크랜베리에 설탕용액을 

주입하면서 

베이커리제품, 

과자류, 

(Sweetened Dried  다이스드 
건조시킨후 해바라기씨 오일을 

살짝 

샐러드, 라이스등 

외식메뉴,  

 Cranberries) 더블다이스드 제품 스낵 

글리세라이드 

당절임 
슬라이스 

SDC 에 수분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 
씨리얼, 에너지바 등 

건조 크랜베리 다이스드 
글리세린을 7% 정도 주입하여 

건조시킨 

수분에 민감한 

제품의  

(Glycerated SDC) 더블다이스드 제품 원료로 사용  

베리퓨젼-

향첨가크랜베리 

블루베리, 딸기향, 

오렌지향, 

크랜베리에 주스와 천연향을 

첨가하여  

베이커리제품, 스낵, 

샐러드, 

(BerryFusion) 
망고향, 체리향, 

산딸기향 등 

크랜베리조직감과 건강잇점을 

살리면서 
과자류 등 

    
소비자가 좋아하는 과일맛에 

맛춘 혁신적인 
  

    제품   

냉동 퓨레   
크랜베리를 아주 곱게 갈아서 

균질화시킨 

음료, 케익제품, 

디저트, 

(Frozen Puree)   제품 과자류, 소스 등 

파우다   
농축액을 건조시켜 만든 

파우다로 100% 
건강식품, 음료, 

(Powder)   수용성임 과자류 등 

주스 농축액 붉은색 
크랜베리를 농축하여 만든 

농축액으로 

음료, 소스, 캔디등 

제과 

(Juice 

Concentrate) 
흰색 50Brix(7 배농축)임.  제품 

냉동 크랜베리 홀 크랜베리를 개별 냉동시킨 제품 
크랜베리로 이용할 

수 있는 

(Frozen 

Cranberries) 
슬라이스 

 

모든 제품에 

적용가능 

  다이스드     

 

 

 



 

865 Woodside Way

San Mateo, CA 94401-1611

Tel: 650-548-2130  Fax: 650-340-8568

tpayne@tjpmd.com
미국 하이부시 블루베리 협의회 US Highbush Blueberry Council 
 

미국 하이부시 블루베리 협의회는 미국과 그 외 지역에서 재배된 블루베리(Genus: Vaccinium 

Cornmbosum(Northern Highbush)와 Vaccinium ashei(Southern Rabbiteye)를 활발히 홍보하는 기관이다. 

이 열매는 북미 토종의 과일로 미국 38개의 주에서 재배되며, 이른 봄 플로리다에서 수확되기 시작하

여 점점 서쪽으로 옮겨가며 신선한 과일로 수확된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223,200,000파운드의 블루

베리가 재배되고 있으며, 북미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블루베리가 생산되고 있다. 60%정도는 신선

한 과일 그대로 시장에 공급되고 40%정도는 가공처리되어 공급된다. USHBC는 블루베리 생산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수출업자를 대표하고 있다. USHBC는 재배된 블루베리에 관한 인식과 관심을 집중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공급자들은 제조업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츄럴 생블

루베리, 냉동블루베리, 캔, 농축액, 주스, 퓨레, 건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블루베리를 제공한다. 

 

‘Times’나 ‘Healthy Cooking’과 같은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들은 블루베리를 “최고의 식품(Supper 

Food)”으로 선정하였으며 ‘블루베리는 대단한 효험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블루베리의 다이어트 효

과 역시 “미국 암 협회: American Cancer Society”와 같은 보건단체에 의해 주목 받고 있으며, 이들은 

블루베리를 특정 암 예방에 가장 효과 있는 식품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다른 40여종의 과일 또는 채소와 비교해 볼 때, 블루베리는 노화 방지에 가장 효과가 있다. ORAC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는 노화방지의 측정단위로써, 블루베리는 100그램당 2400 

ORAC를 제공한다. 노화방지 효과만을 놓고 볼 때 100그램 (3.5 oz)  신선한 블루베리는 다섯 종류

의 야채/과일을 함께 먹는 것과 같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국립 노령화 학회(The National Institute 

of Aging)과 미국농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노령화의 특징이자 몇몇 신경퇴화 질병과 관련

이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기억력 실험에서, 잠재적인 

노화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블루베리를 포함한) 추출물을 섭취한 동물은 그렇지 않은 

동물보다 월등한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뇌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

었다. 실험동물들에게 1-2퍼센트의 블루베리(인간의 한 컵에 해당)를 먹였는데, 이러한 블루베리 추

출물을 섭취한 동물들은 노령화에 따른 뇌 기능 저하에 더 적은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곧 더 나은 인

식력과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실험에서 블루베리 추출물을 섭취한 동물들에게는 뇌

의 신경조직이 새로 성장한 사실도 발견되었다.  

 

 

 



크랜베리는 오랫동안 미국 전통 요리에 즐겨 사용되어 왔고, 

크랜베리의 중요한 효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 지역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항암 물질로 잘 알려진 

폴리페놀(polyphenols)을 보유하고 있고, 요로 감염증과 심장 

및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런 효능 뿐만 아니라 

크랜베리는 독특한 맛이 있고,  제과제빵, 소스, 스낵 등 다양한 요리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은 미국의 크랜베리 산업을 대표하는 Cranberry 

Marketing Committee (CMC) 의 임무입니다. Cranberry Marketing Committee 는 

Oregon, Connecticut,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New Jersey, New 

York, Rhode Island, Washington, Wisconsin 주의 1200 명의 미국 크랜베리 

재배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CMC 는 1999 년 최초로 국제 시장에서 크랜베리 상품을 프로모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단지 개인 회사나 협회가 미국 크랜베리 상품을 

프로모션 할 뿐이었으며 이런 개인 조직들은 크랜베리와 크랜베리 제품들을 

다양한 국제 시장에 프로모션 했었습니다. 현재는 CMC 가 일본, 독일, 프랑스, 

멕시코, 호주에서 포괄적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협회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www.uscranberries.com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Mr. Dave Farrimond  

General Manager 

Cranberry Marketing Committee 

245R Main Street 

Wareham, MA   02571 

Phone: (508) 291-1510 

Fax: (508) 291-1511 

dfarrimond.cmc@verizon.net 



 
 

Cherry Marketing Institute (CMI)는 U.S. 타트 체리 재배자들에 의해 지원되는 미국 국가 차원의 프로

모션 및 연구 기관/협회 입니다. 협회의 본래 취지는 재배된 미국산 체리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제

품 개발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체리는 오래 전부터 염증 완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루비 색깔의 이 과일

이 어떻게 “치료의 과일” 이라 할 수 있는지 새롭게 과학적으로 입증 되고 있습니다.  

 

CMI 는 국가 전체적으로 1,200명의 체리 농사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Michigan주에서만 년간 미국 

전체 체리 공급량 중 75%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Michigan, Utah, Wisconsin, New York, 

Pennsylvania, Washington, Oregon 주 들이 미국 타트 체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년간 생산량은 2억5천에서 3억 파운드에 이릅니다. CMI는 국내 마케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멕시코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협회의 웹사이트www.choosecherries.com를 참고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

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Philip J. Korson II, President  

pkorson@aol.com 

                             

 

choosecherries.com   P.O. Box 30285 Lansing, MI 48909-7785  P: 517.669.4264  F: 517.669.3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