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국내 최대 식품전시회에서 ‘노르웨이 생 연어 요리경연대회’ 개최

-

5 월 14 일, ‘노르웨이 생 연어’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 개최

2015 년 4 월 28 일 (화) –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는 오는 5 월 14 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노르웨이 생 연어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는 마린하베스트로부터 연어 협찬을 받아 후원사로 참가하였으며, 행사 셋째 날인
14 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노르웨이 생연어 요리 경연’을 펼친다. 이번 경연 대회에는 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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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호텔 및 레스토랑 출신의 셰프부터 아마추어 요리사까지 24 명이 참가하며, 심사를 거쳐 5 월 15 일
우승자를 가린다.
연어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 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며, 오메가 3 를 다량 함유한 대표적인 생선으로
회나 샐러드와 같이 생으로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연어는 연어의
부화과정부터 식탁에 오르는 전 과정이 모니터링 되는 첨단 관리 시스템의 영향으로 품질과 맛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5 월 12 일부터 15 일까지 열리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아시아 3 대 식품전시회 중 하나이며
올해는 45 개국, 국내외 1500 여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 / Norwegian Seafood Council) 소개
노르웨이 트롬쇠에 본사를 둔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는 150 여 개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노르웨이 수산물 업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세계 최대 수산물 마케팅
조직이다. NSC 는 전 세계 판매점과 레스토랑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을 비롯하여 시장
분석, 미디어 관련 업무 지원, 수산물 페스티벌 및 요리 경연대회, 교육 프로젝트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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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도 함께 오픈했다. NSC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http://www.norge.co.kr)를 노르웨이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내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더불어 더욱 편리하게 최신 정보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모바일 페이지도 함께 오픈 하여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페이지(http://www.norgemobile.co.kr)는 아래의 모바일 QR 코드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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