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ssed Fruit Seminar Company Profiles 
 

Cherry Central Cooperative, Inc 

Jim Bryant 

Phone: (231)-946-1860 

Fax: (231)-941-4167 

Web site: www.cherrycentral.com 

1973년 지역내 5개 과일 생산자들이 Cherry Central Cooperative를 만들었다. 이후 미 미시

간주 서남부 도시 칼라마주에 기반을 둔 Dunkley International- Kalamazoo(과일 기계 제작), 

Oceana Foods, Inc(과일 가공업)을 인수하여 일체화된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다. 

 

취급 품목: 사과, 사과 소스,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건조 체리, 사과, 건조 과일, 냉동 과

일, 딸기 

첨단 건조 기술로 모든 건조 식품이 이상적인 수분량을 유지하고 단맛과 실제 과일의 맛이 

적당히 조화를 이룬다. 시각적으로 먹음직스럽고, 과일 조각이 정확히 구분되며 풍부한 맛

과 함께 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다. 방부제나 화학 물질 또는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고, 또

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형태가 슬라이스, 사각, 칵테일 

믹스 등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였다. 

(1) Wilderness brand(브랜드)- 100% 사과주스, 사이다, 혼합 주스, 사과 소스 

(2) Indian Summer(브랜드)- 고급 사과 주스, 사과 사이다, 다른 성분이 포함된 사과 

사이다, 사과 소스(일반적인 것, Flavored, Single Serve) 100% 필수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비타민 C면에서는 기준 양의 120% 포함하고 있고, 갓 재배된 

과일만을 사용하고, 저온 살균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과일을 사용한다. 

(whole cherries, diced peaches, chunks of raspberries, chunks of strawberries, and real 

cinnamon spices) Indian Summer Cherry Juice made with 100% 몽고메리산 체리만 

사용한다. 100% 천연, 저온 살균, 체리에는 17가지 항산화 물질이 포함, 암, 신장병 

등 치명적 질병에 특히 큰 도움이 된다. 그 이외의 성분도 관절염, 신경통, 두통에 

도움이 된다.  

(3) Traverse Bay Dried Fruit(브랜드)- 이미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양, 품질을 검증 받은 

상표로서, 이 상표 제품은 지방, 인공색소, 그리고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Dried Montmorency Tart Cherries, Chocolate Covered Dried Cherries, Yogurt Covered 

Dried Cherries, Dried Blueberries, Dried Cranberries, and Berry & Cherry and Fruit 

Medley Dried Fruit Blends을 사용하여 스낵, 빵, 샐러드, 디저트, 토핑 등에 고루 

사용되고 있다. 

 



 

Decas Cranberry Products Inc./ Botanical Synergies 

George Viamari 

Phone: (413)-567-1377 

Fax: (413)-567-1374 

Web site: www.decascranberry.com

1934년 설립된 Decas Cranberry Products Inc.는 프리미엄 크랜베리 재배, 가공, 판매업체이

다. Paradise Meadow라는 제품명으로 프리미엄급 크랜베리를 재배, 판매하며, 재배에서 판

매까지 일체화된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4000만 파운드의 크랜베리를 생산하고 있다. 

2002년 설립된 자회사 Decas Botanical Synergies가 있고, 크랜베리를 파우더, 즙, 오일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유망 업체이다. 

 

취급품목: 크랜베리, 건조 크랜베리, 냉동 식품, 건조 과일, 채소 

크랜베리 재배, 가공, 운송 과정을 회사가 모두 총괄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항상 최고 품질

의 크랜베리를 공급 받을 수 있다. Paradise Meadow 상표가 부착된 모든 프리미엄 캡 코드 

크랜베리 제품은 건조 경작되었다. 취급 제품은 23개로 크게 유기농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

품으로 나뉘고, 설탕이나 시나몬 등 첨가물에 따라 다양한 맛과 질감을 갖춘 제품들이 많다. 

그리고 검증 받은 유기농 크랜베리를 원료로 과당이 포함된 건조 크랜베리, 유기농 농축 크

랜베리, 유기농 크랜베리 파우더를 만들며, 그 쓰임은 스낵, 씨리얼, 요구르트, 머핀, 샐러드, 

쿠키, 팬케익,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04~2005년 출시된 대표적인 제품들) 

Omega-3 Fortified Sweetened Dried Cranberries(2005), Diced Orange Flavored Sweetened 

Dried Cranberries(2005), Glycerated Large Intermediate Moisture Sweentened Dried 

Cranberries(2005), Honey Flavored Sweetened Dried Cranberries, Large(small) Soft& Moist 

Sweetened Dried Cranberries, Cinnamon Coated Sweetened Dried Cranberries, Orange 

Flavored Sweetened Dried Cranberries, Fruit Juice-Sweetened Dried Cranberries, IQF sliced 

Cranberries, Cranberry Juice Concentrate(2004) 

. 

 

 

 

 

 

 

 

 

http://www.decascranberry.com/


Ocean Spray Cranberries Inc. 

Daniel Arkema 

Phone: (508)-923-3355/ (508)-946-7897 

Web site: www.oceanspray.com

1930년 설립(매사츄세츠, 위스콘신, 뉴저지, 오레곤, 워싱턴 등의 650명 재배업자가 합쳐 세

워진 협동조합), 1981년 이후 Ocean Spray는 과일캔, 병으로 만든 과일 음료 부문의 대표적

인 브랜드가 되었다. 2005년 매출 14억 달러, 종사자 2000명이다. 

 

취급품목: 건조 크랜베리, 크랜베리, 크랜베리 주스, 과일 주스, 포도 주스, 견과류 

크랜베리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칼슘 함유 100% 천연 주스를 출시하였다. 2001년 모든 제

품 라인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였고, 시큼함이 줄고 부드러운 맛의 화이트 크랜베리 주스를 

출시하였다. 2002년 잡기 편한 기능성을 추가한 사각 모양의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출시하

였다. 달콤하고 깔끔한 맛을 강화하고 개봉이 쉬운 캡을 개발하였다. 

(현재 출시된 제품들) 

기존 제품들에 비해 칼로리, 탄수화물이 2/3 이상 적고, 나트륨, 지방,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

다. 이에 반해 비타민 C는 요구량의 100%를 포함하고 있고, 천연 과일 그대로의 맛과 신선

함을 가지고 있어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통해 소비

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Cranberry juice cocktails(칼슘포함), Cranberry blends(사과, 체리, 포도, 망고, 라스베리, 밀감), 

Light juice drinks(칵테일형태, 포도, 라스베리, 화이트 크랜베리 등 5종류), white cranberry 

juice drinks, diet juice drinks(크랜베리, 오렌지 시트러스), 100% Cranberry juice(4종류), 100% 

포도주스(3종류), Ruby™ grapefruit juice drinks(3종류), Fresh fruits and sauces(5종류), 

Craisins® Original Sweetened Dried Cranberries(5종류), dispense packs(4종류), 기타 

 

 

 

 

 

 

 

 

 

 

 

 

 

http://www.oceanspray.com/


Foodsource International 

Syed Hussain 

Phone: (630) 887-8590 

Fax: (630) 887-8599 

Email: syed@foodsource.us 

Website: www.foodsource.us 

Foodsource International은 전 세계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건조, 캔, 냉동, 방부제 처리 식품 

및 농축 과일 주스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이다. FoodSource의 야채 공정방식은 북 아메

리카, 중국, 칠레, 남아프리카, 그리스, 터키, 태국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글로벌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견과류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 

 

주요 취급 품목: 콩, 과일, 캔 과일, 말린 과일, 냉동 견과류, 자두, 건포도, 야채 

전체 취급하고 품목은 과일 통조림, 야채 통조림, 과일 퓨레 페이스트(Fruit purees paste), 

냉동 과일, 야채, 혼합 과일 야채, 농축 과일 주스 등이 있다. 맛으로만 분리해 봤을 때, 과

일 통조림 약 10종류, 야채 통조림 7종류, 냉동 식품 20종류, 과일 퓨레 4가지 맛, 농축 과

일 주스 17종류, 건조 과일 6종류, 토마토 페이스트 2종류, 각종 샐러드 재료 등 매우 다양

한 원료로 좋은 맛과 특징을 가진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과일의 모양이 슬라이스, 사

각, 으깬 것과 전체 껍질을 벗긴 채 담거나 페이스트(paste), 칵테일 믹스 등으로 다양하고, 

야채 제품 역시 통 체 담거나 사각 조각, 얇게 채 썬 것, 슬라이스 모양 그리고 크림 스타

일 또는 양파를 첨가 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고르고 요리할 수 있게 하였다. 토

마토 페이스트는 이탈리안과 멕시코 스타일로 구분된다.  

 

 

 

 

 

 

 

 

 

 

 

 

 

 

 



GF Cooperative Inc. / Graceland Fruit, Inc. 

Suzi Mills  

Phone: (231)-35781 

Fax: (231) 352-4711 

Email: smills@gracelendfruit.com 

1973년 설립 되어 현재 연간 수익이 약 4500달러,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한국 업체들과 거래를 해오고 있으며 한국 외 거래 국가들로는 일본, 영국, 독

일, 대만, 태국, 싱가포르, 네덜랜드,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남아프리카, 스페인 등이 있다. 

현재 건조 냉동 야채 라인을 개발 함과 동시에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 콩, 과일, 캔 과일, 말린 과일, 냉동 견과류, 자두, 건포도, 야채 

특허 받은 기술로 만든 과일 원료로 얇게 썰리거나 토막 내기 쉬운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욕구를 잘 충족 시키고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하였다. 설탕에 절여 말린 식품 또는 농축 과

일 , 야채 주스에 사용 되는 원료로는 타트 체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딸기, 사과, 복숭아, 

라즈베리, 망고, 파인애플, 밀감, 당근, 콘, 브로콜리, 파프리카, 감자, 강낭콩, 완두콩, 샐러

리 등이 있다. 건조 과일이나 야채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일의 수분량을 부분적으로 제거하

는 기술은 건조 식품이라도 적당한 보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과일이나 야채는 머핀, 베이글, 페스츄리, 빵, 씨리얼, 트레일 믹스, 에너지 바, 냉

동 디저트, 아이스크림, 요거트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 하다. 

 

 

 

 

 

 

 

 

 

 

 

 

 

 

 

 



Honee Bear Canning 

Isao Asakura 

Phone: (269) 624-4681 

Fax: (269) 624-6009 

Email: iasakura@earthlink.net 

Website: www.honeebear.com 

Honee Bear Canning 은 미시간주, Lawton에 위치해 있고, 60년 동안 가족 경영을 해 온 회

사다. Michigan Made라는 브랜드와 자사 브랜드를 가진 통조림 식품을 통해 최고 품질과 신

선도의 기준을 정립시킨다는 이 회사의 비전이다. 또한 미사간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최고 

품질의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제조회사로 인정 받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자연 체리, 타트 체리, 과일, 자두, Pie Filling 

아스파라거스와 아스파라거스 피클, 과일 통조림, 주스, Pie Filling등을 주로 생산한다. 무 지

방, 무 칼로리, 콜레스트테롤을 함유하지 않은 완전 자연식품 아스파라거스 피클은 맛있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아침 식사에 곁들여 먹거나, 에피타이저, 샐러드 또는 갈아 마시거나 

손으로 소스를 찍어 먹기에 좋다. 준비가 간단하고 완전 녹색 채소인 아스파라거스는 미시

간주의 가장 대중적인 채소이다. 캔에 들은 신선한 아스파라거스는 언제든지 데우거나 요리

해서 먹기 편리하다. 과일 통조림은 체리, 스위트 체리, 블루베리, 자두로 4종류, 과일 주스

는 사과, 크랜베리, 포도, 파인애플, 오랜지, 그래이프프루트(Grapefruit), 크랜베리 칵테일, 

농축 크랜베리, 크랜애플(Cranapple)로 총 7종류가 있다. 

Pie Filling은 블루베리, 체리, 사과(사각, 슬라이스) 3종류가 있고 질감이 매우 풍부하고 최고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 된다. 구운 파이, 아이스크림 토핑, 요거트와 섞어나, 팬케이크 토핑 

등에 쓰일 수 있다. 

 

 

 

 

 

 

 

 

 

 

 

 

 



US Highbush Blueberry Council (USHBC) 

Tom Payne 

Phone: (916) 983-0111  

Fax: (916) 983-9022 

Email: admin@ushbc.org  

Website: www.blueberry.org 

Highbush blueberry 시장의 개척자들이 40년 이상 북아메리카 블루베리 협회(North 

American Council, NABC)를 통해 프로모션과 마케팅에 투자해 오고 있다. 

2001년 미국 곳곳에 있는 재배자들이 ‘Blueberr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Order’을 승인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블루베리 협회는 이런 역사와 함께 블루베리 산업 전

반에 걸친 성장과 프로모션을 위해 바톤을 이어 받았다. 협회는 경영자층, 재무, 리서치, 프

로모션, 산업 홍보, 이렇게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루 베리 협회에서는 블루베리의 역사, 사용법,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의 영양 성분과 건강

과의 관계를 리서치하고, 농장에서 재배 되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 블루베리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요리 정보까지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재배자

들의 상세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하였고,  블루 베리 산업에 

관한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정

보를 얻기 용이하다. 협회는 일본, 대만, 한국, 중국,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에서 홍

보 활동을 하고 있다.  

 

 

 

 

 

 

 

 

 

 

 

 

 

 

 

 



Cranberry Marketing Committee (CMC) 

Mike Rucier & Michele Sibey 

Phone: (206) 292-6340 

Fax: (206) 292-6341 

Email:rucier@bryantchristie.com 

Website: uscranberries.com 

크랜베리 마케팅 협회는 1962년 크랜베리의 수요와 공급을 순조롭게 유지하기 위한 

Federal Marketing Order로써 설립 되었고 1937년 농업 마케팅 조약 (Agriculture Marketing 

Agreement)의 일부로써  Federal Cranberry Marketing order로 개정 되었다. 여기서 크랜베

리와 관련된 상품, 규범, 가이드 라인, 국회에 의한 특허나 제한 등에 관해 다루게 된다. 

CMC가 크랜베리와, 크랜베리 상품의 판매와 이용에 대해 프로모션하며,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에 걸쳐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CMC는 미국 9개주 별로 일정 기간동안 자체적

으로 리더를 임명하고 임기를 정하고 있다.   

크랜베리 마케팅 협회에서는 크랜베리의 역사, 재배 과정, 크랜베리 성분과 관련 건강 정보 

및 크랜베리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한다. 그 밖에 크랜베리 산업 

및 무역과 관련하여 선적 기간에 따른 크랜베리 기초재고, 세일즈, 기말 재고량을 확인 해 

볼 수 있고 , 수출국(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인도) 의 라벨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게시판 서비스, 수입업자들을 위해 상품 설명과 공급자 프로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Cherry Marketing Institute (CMI) 

Phil Korson 

Phone: (517) 669-4264 

Fax: (517) 669-3354 

Email: info@usacherries.com / pkorson@usacherries.com 

Website: usacherries.com 

Cherry Marketing Institute (CMI)는 1988년 미국의 타트 체리 재배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설립 목적은 프로모션과, 마케팅 활동, 상품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체리의 소비를 증대 시

킨다는 데에 있다. CMI는 자체적으로 모든 티켓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있다.  

CMI 는 체리 소비자들을 위한 체리의 다양한 요리법, 브로셔, 구입 장소 정보 등을 제공,  

Q&A서비스를 하고 있다. 아이들과 교육에 관련한 정보와, 국내 체리 축제에 관한 정보도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리 성분과 관련한 건강 정보, 미디어를 통해 보는 체리 시

장과 타트 체리 요리법등을 소개해 좀 더 신뢰 있는 홍보를 하고 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체의 병조림, 통조림 등의 다양한 체리 상품 소개, 하이퍼 슈퍼마켓이나 네츄럴푸드 

스토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점포에서 프로모션을 지원, 바이어를 위한 공급업체를 소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를 프로모션하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을 이어 특히 일본, 독일, 멕시코 수출에 중점을 두

고 있다. Montmorency 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재배자들을 포함한 체리 관련 업자들이  

Montmorency  체리 상품을 만들고, 로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mailto:info@usacherri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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