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ri - Mark Whey & Dairy Proteins 가공/제조

Agri - Mark 는 미국 북대서양 연안 지역의 선도 유제품 조합입니다. 1,100개 낙농가가 공동소유주인 Agri - Mark

는 8만톤의 치즈(대부분 화이트 체다 치즈), 25,000톤의 유청제품(WPC 80 및 식품 등급 퍼미에이트), 요거트, 

소매용 버터, 코티지 치즈, 탈지분유를 비롯한 기타 유제품을 생산합니다. 매년 3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 

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 인스턴트 및 비인스턴트 WPC 80, 식품 등급 유청 퍼미에이트

1401 Main Street, West  
Suite 103
Onalaska, WI 54650
USA

agrimarkwheyproteins.com

Peter Gutierrez
부사장 / 글로벌 원료영업 담당
+1.608.797.9920
pgutierrez@agrimark.net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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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opur 가공/제조

1938년에 설립된 Agropur 협동조합은 북미 유제품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매출이 거의 60억 달러에 달하는 

아그로퍼는 3,300개 회원사와 8,000명의 임직원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북미 39개 지역에서 

57억 5천만 리터가 넘는 우유(연간 15억 갤론)를 가공하며,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그로퍼 조합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치즈 생산자이며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탁월하고 일관성 있는 

품질의 치즈를 생산합니다. 치즈를 단독으로 또는 기능성 원료나 피자 토핑으로 활용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그로퍼는 파트너사의 성공을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는 자세로 지속적인 고객만족의 

역사를 일궈 왔습니다.

제품 정보 : 치즈, 유청, 유당

3500 East Destination Drive
Appleton, WI 54915
USA

agropur.com

Ivan Beck
이사 / 해외영업 담당 
+1.605.520.3452 
ivan.beck@agropur.com

Olwyn O’Dwyer-Duggan 
매니저 / 동남아시아 영업 담당 
+65.96411130   
olwyn.odwyer-duggan@agropur.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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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yuga Milk Ingredients 가공/제조

Cayuga Milk Ingredients는 2014년 9월에 영업을 개시했으며 21개의 대규모 현대식 농장들이 공동소유하고 있습 

니다. 또한, 청결한 첨단시설에서 고품질 원유를 원료로 하여 박테리아 및 포자 수가 매우 낮은 양질의 분유를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탈지분유의 고온성 포자 수는 100개 이하입니다. Cayuga Milk Ingredients에서 생산되는 

깨끗하고 일관성 있는 고품질 제품들은 초고온 포장 및 분유 생산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제품 정보 : 탈지분유

15 Eagle Drive
Auburn, New York 13021
USA

cmingredients.com

Keith Gretenhart
이사 / 영업 & 마케팅 담당
+1.315.612.3255 
kgretenhart@cmingredients.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YES 

Ceres 서비스

Ceres는 상품(commodity) 자문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다양한 고객들에게 금융, 교육, 예측, 연구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계속 변화하는 시장상황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P.O. Box 2440 
Sun Valley, ID 83353 
USA

ceresdrm.com

Sara Dorland 
이사  
+1.206.216.1918 
sara.dorland@ceresdrm.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NO

1대1 미팅 가능여부 : NO

Erie Foods International 가공/제조

가족 경영 기업으로서 1938년 설립 이래 유단백 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카제인산, 칼슘, 나트륨, 

카제인 칼륨, MPC,  MPI를 비롯한 유단백 원료를 생산 및 판매하는 선도기업입니다. ERIE의 전문제품으로는 

맞춤형 유단백 크리스프와 그래뉼형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제품 정보 : 카제인염, 유단백, 유단백 크리스프

401 Seventh Avenue 
Erie, IL 61250 
USA

eriefoods.com

Xavier Costesec  
이사 / 아시아 상업 담당 
+33.627622589 
xavier.costesec@erieeurope.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YES 



3

Hoogwegt U.S. 유통

Hoogwegt U.S.는 세계 유제품 시장에 다양한 분유, 버터 지방, 유청 제품을 공급합니다. 또한 일반 유제품 

원료 이외에도, 유단백 및 스페셜티 원료, 액상 유제품, 고품질 스페셜티 치즈를 비롯한 각종 치즈를 공급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민간 유제품 공급업체인 Hoogwegt 그룹의 계열사로서 독자적인 글로벌 네트 

워크, 50년의 경험, 400명의 상업, 기술,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 실시간 시장정보, 스마트한 물류 서비스, 맞춤형 위기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품 정보 : 유당, NFDM, SWP, WPC 80, 퍼미에이트

100 S. Saunders Road 
Suite 200
Lake Forest, IL 60045
USA

hoogwegtus.com

Andrew Sullivan 
매니저 / 수출 담당
+1.773.255.0469
a.sullivan@hoogwegtus.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YES 

Interra International, LLC 유통

Interra International은 상품(commodities) 및 동물단백질 무역/유통 부문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제조된 4,300여개 제품을 95개가 넘는 국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Interra가 취급 및 

판매하는 제품에는 치즈, 버터, AMF, 탈지분유, 전지분유, 농축 유단백, 분리 유단백, 버터 우유 분말, 유청 

분말, 농축유청단백, 분리유청단백, 유당, 맞춤형 혼합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제 때 

배송해 드리는 Interra의 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제품 정보 : 치즈, 버터, 탈지분유, 유청 분말, 유당, 냉동 크림, 휘핑 크림, 혼합 유제품, 식사용 치즈

  

1414 Raleigh Rd, Suite 205 
Chapel Hill, NC 27517

interrainternational.com

Tracy Saunders 
부사장 / 유제품 영업 담당 
+1.1.919.338.3271 
tsaunders@interrainternational.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YES 

Hilmar Cheese Company  & Ingredients 가공/제조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Hilmar Cheese Company와 계열사 Hilmar Ingredients는 전 세계 50여개국 

에서 고객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위치한 첨단 생산시설에서 풍부한 고품질 원유를 

원료로 다양한 영양 치즈, 유청 단백질, 유당, 분유를 생산합니다.

제품 정보 : 치즈, 유청 단백, 유당, 분유

P.O. Box 910
Hilmar, CA 63368
USA

hilmarcheese.com

Dan Duran 
매니저 / 수출영업 담당
+1.209.201.4375
dduran@hilmarcheese.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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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 Dairies 가공/제조

MCT Dairies는 치즈와 모든 유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전 세계에 걸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폭넓은 기능성을 보유한 고객 맞춤형 유제품 및 특수 지질 원료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뛰어난 

맛과 기능성을 갖춘 MCT Dairies의 원료들은 천연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습 

니다. 또한 고객들을 위해 수많은 혁신적 착향료 솔루션을 개발해 왔으며 유제품 착향료 개발의 선두 

주자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당사의 임직원들은 식품 제조업체와 푸드서비스 업체 모두에게 고품질의 

실용적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 분리유청단백 (WPI), 건조 버터원료 시스템, 건조 치즈 솔루션, 배양을 통해 생성된 기능성 원료 

및 착향 원료, 건조 유제품 원료, 영양 기능성 원료 및 영양 완전식품 시스템, 건조 유단백 원료 시스템

15 Bleeker Street
Millburn, NJ 07041
USA

mctdairies.com

Ryan Wucherer 
이사 / 해외영업 및 공급 체인 담당 
+1.920.883.9939
ryanw@mctdairies.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YES

Louis Dreyfus Company 유통

Louis Dreyfus Company(LDC)는 전 세계에서 상품(commodities)을 가공 및 유통하는 선도기업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LDC 데어리 머천다이징은(LDC Dairy Merchandising)은 유제품 업계에서 인정받는 

선두주자입니다.

제품 정보 : SMP/NDM, 유청 분말, 유당

7255 Goodlett Farms Parkway
Cordova, TN 38017
USA

ldcom.com 

Germaine Tan 
매니저 / 유제품 영업 담당  
 +65.68766721    
germaine.tan@ldc.com

Chris Brady 
아시아 유통 담당 
 +65.64247985    
chris.brady@ldc.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NO

1대1 미팅 가능여부 : YES

INTL FCStone 서비스

INTL FCStone Inc. (나스닥 상장기호 : INTL)는 전 세계 고객에게 광범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및 툴을 제공 

함으로써 고객이 수익을 보호하고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공 서비스 : 상품 위기관리 실행 및 자문 서비스

  

230 South LaSalle Street 
Suite 10-500
Chicago, IL 60604
USA

intlfcstone.com

Charlie Hyland 
수석 매니저 / 리스크 담당
 +353.863112381   
charlie.hyland@intlfcstone.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NO



5

Milk Specialties Global 가공/제조

Milk Speciialties Global은 유제품 원료를 제조하는 업계 선도기업이자 세계 1위의 분리 유청 단백 생산업체 

입니다. 당사의 인체영양 부서는 유청, 우유, 카제인, 가수분해물, 기타 기능성 단백질 원료를 비롯한 고품질 

의 유청 및 유단백 원료를 제조하여 스포츠 영양 및 기능성식품 업계에 납품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양 및 기능성 증진 용도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유청 및 유단백 원료를 제공하며 고객들은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포뮬레이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화된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의 

사업확대 및 성공을 최대한 지원해 드립니다.

제품 정보 : WPI, WPC, WPH, MPC, MPI, 미셀라 카제인

7500 Flying Cloud Drive 
Suite 500 
Eden Prairie, MN 55344 
USA

milkspecialties.com

Jing Hagert 
이사 / 사업개발 담당  
+1.612.702.2123 
jhagert@milkspecialties.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NO

Pacific Cheese Co. 가공/제조

Pacific Cheese Company는 가족경영 기업으로서 다양한 치즈 제품을 전 세계 푸드서비스 업체, 유통업체, 

식품 제조업체, 레스토랑 체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 치즈

21090 Cabot Boulevard
Hayward, CA 94545
USA

pacificcheese.com

Robert Leonard
수석 부사장
+1.510.909.6002 
bleonard@pacificcheese.com

Andrew Gaddis 
매니저 / 독립 대리점 영업 담당  
+1.650.773.3453 
agaddis@pacificcheese.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NO 

1대1 미팅 가능여부 : YES

SJ Global Group Inc. 유통

전 세계에 유제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SJ Global Group은 미국의 100대 컨테이너 운송 수출업체들 중 하나 

이며 물류 및 공급망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SJ Global Group Inc.는 농산물 및 유제품을 위한 

국제적 솔루션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에게 양질의 제품과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 치즈, 분유, 크림, 버터, WPC, WPI, 알파락트알부민, 유당, 초고온 처리 우유

1111 Corporate Center Drive 
#104 
Monterey Park, CA 91754 
USA

sjglobalgroup.com

Lily Zhang 
대표 
+1.323.262.6877 
lilyzhang@sjglobalgroup.com

Fong Lai  
매니저  
+1.323.262.6877 
customerservice@sjglobalgroup.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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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eiber Foods Inc. 가공/제조

Schreiber는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직원들이 소유주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연 매출 

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Schreiber는 세계 최대의 유제품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현재 크림치즈, 

자연치즈, 가공치즈, 요거트 등을 전 세계 주요 소매업체, 레스토랑, 유통업체, 식품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7,000여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한 Schreiber는 미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불가리아, 체코, 

독일, 인도,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우르과이에 제조 및 유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비전은 

세계 1위의 고객 브랜드 유제품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탁월한 품질, 서비스, 혁신, 통찰력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글로벌 파트너로서 고객을 위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매진하는 한편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 버터, 유지방, 치즈, 분유, 유청 제품, 요거트

400 North Washington Street
Green Bay, WI 54301
USA

schreiberfoods.com

Quintin Jones 
이사 / 수출영업 담당 
+1.920.241.0957 
quintin.jones@schreiberfoods.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NO

Savencia Cheese USA 가공/제조

Savencia Cheese USA는 프랑스의 Savencia Fromage & Dairy 그룹의 미국 내 계열사입니다. 미국에서 

치즈공장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크림치즈, 델리 스프레드, 소프트 숙성치즈, 크럼블을 생산하여 알루엣 

(Alouette)및 스미스필드(Smithfield)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 크림치즈

400 S. Custer Ave 
New Holland, PA 17557 
USA

savencia-fromagedairy.com/en/

최종천 
차장 
+82.10.2616.2335 
jcchoi@triecompany.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NO

Saputo 가공/제조

Saputo는 미국산 치즈 및 원료를 한국에 판매하는 대규모 수출업체들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치즈, 액상 우유, 

장기보존 우유 및 크림 제품, 배양 제품, 유제품 원료 등 다양한 고품질의 유제품을 생산, 판매, 유통합니다. 

Saputo는 세계 10대 유제품 가공업체이며, 미국 3대 치즈 생산업체이자 장기보존 유제품 및 배양 유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정보 : 모짜렐라 치즈, 스트링 치즈, 유청 분말, WPC 80, DPW

One Overlook Point
Suite 300 
Lincolnshire Corporate Center
Lincolnshire, IL 60069
USA

saputo.com

Guido Kreimer 
부사장 / 아시아 영업 담당 
+8180.41421805
guido.kreimer@saputo.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NO

1대1 미팅 가능여부 : NO



Schuman Cheese 가공/제조

Schuman Cheese는 다양한 월드 클래스 치즈를 제공하며 파마산, 로마노, 아시아고를 비롯한 경질 분말 치즈와 

고르곤졸라 블루 치즈, 마스카포네 등의 이탈리아식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선도 기업입니다. 당사는 치즈를 

자체 생산하여 그레이팅, 슬라이싱, 슈레딩, 쉐이빙 작업을 통해 가공합니다. 유통기한이 긴 건조 메사나

(Messana) 파마산 치즈, 이탈리아 블렌드, 첼로(CELLO) 신선 그레이팅 및 슈레딩 치즈가 다양한 크기로 

제공 가능합니다.

제품 정보 : 파마산, 고르곤졸라, 마스카포네, 버라이어티 치즈 트레이

40 New Dutch Lane 
Fairfield, NJ 07004 
USA

schumancheese.com

Joan Allen 
상무이사  
+1.973.652.3802 
jallen@schumancheese.com

Timmah Allen 
수석 매니저 / 수출 담당 
+1.213.453.3550 
tallen@schumancheese.com 

미국 공급업체 쇼케이스 참여 : YES

1대1 미팅 가능여부 : YES



미국 유제품 산업

미국 낙농가와 유제품 가공업계의 헌신적인 노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탁월한 장인정신의 결합으로 달성한 미국 내의 변화가 전 세계에 양질의 유제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선도적 비즈니스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의 우유 생산국으로서 2016년 소 930만 두로부터 964만 톤의 우유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치즈, 버터, 무지방분유/탈지분유, 유청 원료, 유당의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단백 원료 부문에서도 

입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우유 생산력과 경쟁력 있고 변화를 추구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미국 유제품 업계는 날로 

증가하는 유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유제품업계는 풍부한 공급량 이외에도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제품 공급망을 구성하는 낙농가, 우유 

가공업체, 제품 및 원료 제조업체, 낙농기관들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려는 열정과 의지가 

투철합니다. 농장부터 식탁까지 매 단계마다 정성을 기울이는 미국 유제품업계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고객중심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최적의 제품과 사양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는 독립적인 비영리 회원제 기관으로서 미국 유제품 생산업체, 민간 가공업체 및 협동조합, 원료 

공급업체, 수출업체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은 글로벌 

바이어 및 최종소비자가 치즈, 유청, 분유, 버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고품질의 미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 및 활용하게 

하며, 이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성공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고객들의 유제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웹사이트 ThinkUSAdairy.org(영어) 또는 ThinkUSAdairy.kr(한국어)을 

방문하시거나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 한국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SDEC 한국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4길 5 유한빌딩 2층 (우) 06025

전화 : 02 - 516 - 6893   팩스 : 02 - 516 - 6753   이메일 : usdeckorea@intnet.co.kr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