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attend the

2021 Australian wheat  
technical seminar 
Hosted by the Australian Export Grains Innovation Centre (AEGIC) and supported by the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 (Austrade)

DATE  WEDNESDAY 9 JUNE 2021
TIME 13:30–16:00 (SEOUL LOCAL TIME)
VENUE ZOOM WEBINAR Presentations with subtitles in Korean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grains industry values our relationship with the 
Korea Flour Mills Industrial Association (KOFMIA) and flour milling companies.   

We are committed to supporting you and your business by providing practical 
information to help you extract full value from using Australian grain.

AEGIC and Austrade invite you to join this online forum with Australian industry 
experts to give you an update on the latest wheat breeding and variety information 
as well as Australian wheat quality for udon, wheat and barley S&D and dockage 
issues and AEGIC project update.

WEBINAR
SOUTH KOREA 2021

INVITATION

For information on the content of this event, please contact: 
Matt Yamamoto, E: matt.yamamoto@aegic.org.au

For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Australian grain and grain products, please contact: 
Heemok Cho,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Austrade Seoul    
E: Heemok.Cho@austrade.gov.au

mailto:matt.yamamoto%40aegic.org.au?subject=
Heemok.Cho@austrade.gov.au


WEBINAR

PROGRAM
MC: Richard Simonaitis, Program Leader – Chief Executive Officer, AEGIC
Translator: Heemok Cho, Australian Embassy

Time Activity Presenter

13:30 - 13:35 WELCOME Richard Simonaitis 
CEO, AEGIC

13:35 - 13:40 OPENING ADDRESS
Brett Cooper
Minister (Commercial), Australian Embassy Tokyo, 
General Manager, North East Asia

13:40 - 14:00 Wheat breeding for Australian growers  
and their customers

Dr Dion Bennett 
Plant Breeder, AGT

14:00 - 14:15 InterGrain’s breeding update Tress Walmsley 
Chief Executive Officer, InterGrain

14:20 – 14:35 Australian supply and demand James Maxwell 
Manager Insights, Australian Crop Forecasters

14:35 – 14:45 SHORT BREAK

14:50 – 15:15 Australian ‘udon’ noodle wheat quality Dr Larisa Cato 
Wheat Quality Technical Markets Manager, AEGIC

15:20 – 15:30 Dockage update Vince Moroney 
Export Planning Manager, CBH Operations

15:35 - 15:55 AEGIC Project update and Closing Richard Simonaitis  
Chief Executive Officer, AEGIC

15:55 – 16:00 EXIT SURVEY

AUSTRALIAN WHEAT TECHNICAL SEMINAR I SOUTH KOREA 2021

SOUTH KOREA 2021



Please fill in the below details of all participants in English and send back to: 
E: matt.yamamoto@aegic.org.au  by no later than 27 May 2021
Please ensure all addresses are correct.

AUSTRALIAN WHEAT TECHNICAL SEMINAR I SOUTH KOREA 2021

Company name:

Name Job title Email address

Participant 1

Participant 2

Participant 3

Participant 4

Participant 5

Participant 6

Participant 7

Participant 8

Participant 9

Participant 10

WEBINAR

REGISTER 

For information on the content of this event, please contact: 
Matt Yamamoto, E: matt.yamamoto@aegic.org.au

For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Australian grain and grain products, please contact: 
Heemok Cho,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Austrade Seoul   E: Heemok.Cho@austrade.gov.au

REQUEST
We are going to send you a survey by email in a couple of days after the seminar. Please be aware that sections for your comment and questions to us is prepared in the survey.  
The survey is going to be sent from keir.tunbridge@aegic.org.au by Survey Monkey. Your feedback to the seminar is essential to improve it. Your cooperation would be highly appreciated.

SOUTH KOR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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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tt Cooper   
MINISTER (COMMERCIAL), AUSTRALIAN EMBASSY TOKYO, GENERAL MANAGER, NORTH EAST ASIA 

Mr Brett Cooper is General Manager, North-East Asia for Austrade, overseeing a team of about 60 Trade 
Commissioners and Business Development Managers, spanning a network of four offices in Tokyo, Seoul, Osaka 
and Ulaanbaatar.  

Austrade is the Australian Government’s trade and investment development agency, and Austrade’s offices in 
North-East Asia are responsible for advancing Australia’s 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and education interests 
in Japan, Korea and Mongolia.

Brett joined Austrade in 2011 and was appointed as Senior Trade Commissioner Korea from 2012 to 2016, after 
managing Austrade’s International Issues Branch in Canberra.   He transferred to Tokyo to take up his current 
position in August 2016.    

E: Brett.cooper@austrade.gov.au

Dr Dion Bennett   
WHEAT BREEDER AND WA MANAGER, AUSTRALIAN GRAIN TECHNOLOGIES (AGT)

Dr Dion is a wheat breeder with nearly 10 years’ experience breeding varieties suited to Western Australia. Dion 
has played a key role in growing and developing AGT’s WA operations to support its national barley and canola 
breeding programs, as well as supervising the lupin and udon breeding programs in WA. 

Prior to this role, he undertook a PhD and research project investigating the genetics behind drought and heat 
stress tolerance in bread wheat. Dion is a member of the Grain Industry of Western Australia (GIWA) wheat 
council.

E: Dion.Bennett@agtbreeding.com.au

Tress Walmsley   
CEO, INTERGRAIN

Ms Tress Walmsley was appointed as the CEO of InterGrain, a national cereal breeding business, in 2012. Having 
joined the business at inception in 2007 as the first staff member, Tress played an integral role in governance, 
developing operating systems and building the company’s commercial platform.  She has an extensive 
understanding of plant breeding and the Australian grains industry. 

Tress has over 20 years of agribusiness experience and prior to working for InterGrain she spent over ten years 
with the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and Regional Development (DPIRD) in a variety of roles including 
grains commercialisation officer and TOPCROP State Coordinator.  During this time, she played an industry 
leadership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Australian grains industry End Point Royalty collection system which 
has enabled cereal breeding in Australia to become commercially sustainable. 

Tress is a director of Australian Crop Breeders, Barley Australia and the Chemistry Centre of Western Australia, 
member of Wheat Classification Council and deputy chair of the Grains Industry Association WA.  

E: TWalmsley@intergrain.com

AUSTRALIAN WHEAT TECHNICAL SEMINAR I SOUTH KOREA 2021

SPEAKER  
BIOGRAPHIES

Presenters

SOUTH KOR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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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Maxwell
MANAGER INSIGHTS, AUSTRALIAN CROP FORECASTERS (ACF)）

Mr James Maxwell has been working in the grain industry for 15 years. Originally from outback Queensland, he 
initially worked for CBH Group in eastern Australia before joining Australian Crop Forecasters six years ago where 
he is currently Manager of Insights.

www.cropforecasters.com.au
E: james.maxwell@australiancropforecasters.com.au

Dr Larisa Cato   
WHEAT QUALITY TECHNICAL MARKETS MANAGER, AUSTRALIAN EXPORT GRAINS INNOVATION CENTER (AEGIC)

Dr Larisa Cato is a cereal chemist and grain researcher, well versed in the wheat quality requirements of 
Australian international markets. She is internationally recognised as an expert in the field of wheat quality 
and end product requirements and possesses a unique set of skills combining scientific, technical and market 
expertise.

Larisa is an Australian National Delegate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ICC) 
and an active member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International (AACCI).  

Prior to joining AEGIC, Larisa was employed by AWB Ltd. as an Asian Product Specialist as well as by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A where her role was aimed at enhancing the Department’s capacity 
to support industry development to ensure the Western Australian wheat industry remaine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E: larisa.cato@aegic.org.au

Vince Moroney   
EXPORT PLANNING MANAGER, CBH GROUP

Mr Vince Maroney has 18 years’ experience in grain quality management with the CBH Group including the 
application and co-ordination of receival standards for grain deliveries and exports, as well as compliance to 
regulations and quality systems.

In his current role as Export Planning Manager, Vince is responsible for the oversight of maintaining a strong 
focus on quality for all grain logistics within the supply chain for export customers.

He is also a member of both Grain Trade Australia (GTA) and the Grain Industry Association Western Australia 
(GIWA) standards committee’s and associated sub-committees.

Vince holds a Bachelor’s degree in Education from Edith Cowan University.

E: Vince.Moroney@cbh.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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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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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Simonaitis   
CHIEF EXECUTIVE OFFICER, AUSTRALIAN EXPORT GRAINS INNOVATION CENTRE (AEGIC)）

Mr Richard Simonaitis has broad experience in export-focused commodities industries, having worked in logistics 
and product quality roles in the iron ore industry and in senior management roles in the grain industry across 
logistics, operations and marketing and trading.

Building on his five-year role with the CBH Group leading the national Accumulations Team, Richard has a strong 
understanding of grain growers, the grains industry across Australia and of the markets Australian grain is sold 
into. He also has international experience developing a number of grain infrastructure projects in Indonesia.

Richard is an inaugural board member of the Australian Grains Institute capacity building project, a fellow of the 
Australian Rural Leadership Foundation, a Member of the 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 and has a 
Graduate Certificate in Business with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He is on the Grain Trade Australia Trade 
(GTA) and Market Access Committee, the Wheat Quality Australia (WQA) Wheat Classification Council and is part 
of the Grains Industry Market Access Forum. 

E: richard.simonaitis@aegic.org.au

Matt Yamamoto – MC 
PROGRAM LEADER, AUSTRALIAN EXPORT GRAINS INNOVATION CENTRE (AEGIC)）

Mr Matt Yamamoto is a Program Leader in the Economics and Market Insights team, focusing on Australia’s key 
grain markets in Japan, Korea and China. He began his employment with AEGIC in July 2013 and he supports 
long-standing, high-value markets for Australian grain.

Before joining AEGIC, Matt worked in a number of roles with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WA 
(DAFWA) and the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and Regional Development (DPIRD) from 1997 including his 
appointment as Grains Industry Trade Development Manager and Trade Development Manager (Japan and South 
Korea).

Matt has developed a profile of WA agriculture and trading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a number of 
agricultural products. During his career he has developed extensive networks across private companies, industry 
organisations and governments.

E: matt.yamamoto@aegic.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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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장
2021년 호주산 소맥 테크니컬 
세미나 안내

이번 세미나는 호주 대사관과 호주무역투자진흥대표부의 지원 아래 호주수출곡물이노베이션센터
(AEGIC)가 주최합니다.

개최일:   2021년 6월 9일(수)
시간:  오후 1시 30분~오후 4시 서울 시간
개최 장소: ZOOM 웨비나(각 연사는 라이브로 참석하지 않으며  
 사전 녹화분을 방송(스트리밍))
 한국어 자막 있음

호주 정부와 호주 곡물 업계는 the Korea Flour Mills Industrial Association 및 제분 기업과의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호주산 곡물의 가치와 기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전적인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호주 곡물 업계의 전문가들로부터 호주산 곡물 육종 및 신품종 개발 상황, 호주산 
우동용 소맥의 품질, 소맥 및 대맥의 수급 상황, 협잡물 문제, AEGIC 프로젝트에 관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EGIC와 호주 대사관은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맷 야마모토（matt.yamamoto@aegic.org.au）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 희목 상무관,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이메일:  Heemok.Cho@austrade.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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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회 및 진행: AEGIC CEO 리처드 시모나티스
통역: 조 희목 상무관,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시간: 내용: 발표자:

13:30 - 13:35 WELCOME Richard Simonaitis 
CEO, AEGIC

13:35 - 13:40 OPENING ADDRESS
Brett Cooper
Minister (Commercial), Australian Embassy Tokyo, 
General Manager, North East Asia

13:40 - 14:00 Wheat breeding for Australian growers  
and their customers

Dr Dion Bennett 
Plant Breeder, AGT

14:00 - 14:15 InterGrain’s breeding update Tress Walmsley 
Chief Executive Officer, InterGrain

14:20 – 14:35 Australian supply and demand James Maxwell 
Manager Insights, Australian Crop Forecasters

14:35 – 14:45 SHORT BREAK

14:50 – 15:15 Australian ‘udon’ noodle wheat quality Dr Larisa Cato 
Wheat Quality Technical Markets Manager, AEGIC

15:20 – 15:30 Dockage update Vince Moroney 
Export Planning Manager, CBH Operations

15:35 - 15:55 AEGIC Project update and Closing Richard Simonaitis  
Chief Executive Officer, AEGIC

15:55 – 16:00 EXIT SURVEY

SOUTH KOR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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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

신청
SOUTH KOREA 2021

２０２１년 호주산 소맥 테크니컬 세미나

기타 사항
본 Zoom 웨비나에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는 세미나 개최 시일에 맞추어(6월 3일경) 이메일로 각 참석자에게 발송합니다. 만일 6월 7
일까지 해당 메일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맷 야마모토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AEGIC는 각 참석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종료 후 설문조사를 발송합니다. 설문조사에는 참석자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해 두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keir.tunbridge@aegic.org.au 주소로 발송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미나 당일 프레젠테이션 종료 후, 간단한 설문조사(Exit Survey)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오나, 참석자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참석자 목록에 자세한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하신 후 5월 27일까지 맷 야마모토  
( matt.yamamoto@aegic.org.au )에게 메일 송부를 부탁드립니다. 각 참석자의.  
이메일 주소에 틀린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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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tt Cooper   
호주 대사관 공사(상무)
북동아시아 총괄 제너럴 매니저
브렛 쿠퍼 

재일호주대사관 공사(상무) 겸 호주무역투자진흥대표부(Austrade/오스트레이드) 북동아시아 총괄 제너럴 매니저로서 
국내외 4개의 거점(도쿄, 오사카, 서울, 울란바토르)에 재적 중인 약 60명의 무역사무관, 투자사무관과 상무관을 
통솔하고 있다.

오스트레이드 북동아시아 사무소에서는 호주의 정부 기관으로서 호주에서 한국, 일본, 몽골을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 수출 촉진, 대(對)호주 투자 촉진, 교육 관련 프로모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오스트레이드 입성. 2012년~2016년 한국에서 선임 무역사무관으로 취임, 2016년 8월까지 현직.    
이메일: Brett.cooper@austrade.gov.au

Dr Dion Bennett   
오스트레일리언 그레인 테크놀로지(AGT)
서호주 매니저·소맥 육종자
디온 베넷 박사 

소맥 육종자로 10년에 가까운 경력의 소유자로, 서호주의 생산 환경에 적합한 소맥 품종의 육종을 담당. 서호주의 
루핀 및 ANW(우동용) 육종 프로그램의 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AGT가 호주 국내 전역에서 실시하는 대맥과 카놀라의 
육종 프로그램을 서포트하고 나아가 서호주의 곡물 육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를 맡기 
전에는 박사 학위(PhD) 취득 및 제빵용 소맥에 관한 가뭄, 고온 내성을 지닌 유전자원의 연구 프로젝트에 종사했다. 
서호주곡물산업협회(GIWA) 내 소맥 분과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이메일: Dion.Bennett@agtbreeding.com.au

Tress Walmsley   
인터그레인
CEO
트레스 웜슬리 

2012년 호주에서 곡물 육종 사업을 하는 인터그레인의 CEO에 임명되었다. 2007년 인터그레인 초기 멤버로 합류하며 
동사의 경영 관리, 사업 운영 시스템의 발전 및 상업 기반 구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맡아 왔다. 곡물의 육종 
및 호주 곡물 업계의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의 소유자.

인터그레인에 소속되기 전에도 20년이 넘는 농업 비즈니스에 종사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10년 이상 서호주 
농식품부(현 DPIRD)에 근무하며 곡물 부문의 상업화 및 톱 크롭 프로젝트의 주(州) 코디네이터를 담당했다. 이 기간 
동안 곡물 농가로부터 수집한 종자 부과금 시스템(End Pont Royalty Collection System)을 구축하며 호주의 곡물 
육종 사업을 상업적으로 존속 가능케 했다.

현재 Australian Crop Breeders, Barley Australia, 서호주케미스트리센터의 임원이자 호주소맥품질협회(WQA)의 
소맥등급위원회의 멤버와 서호주곡물산업협회(GIWA)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0년 여성 비즈니스상의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5년 서호주지역 여성상을 수상했다.   

이메일: TWalmsley@intergrain.com

２０２１년 호주산 소맥 테크니컬 세미나

연사 프로필

SOUTH KOREA 2021

mailto:Brett.cooper%40austrade.gov.au?subject=
mailto:Dion.Bennett%40agtbreeding.com.au?subject=
mailto:TWalmsley%40intergrain.com?subject=


James Maxwell
제임스 맥스웰
시장 통찰 매니저
오스트레일리언 크롭 포어캐스터스(ACF) 

퀸즈랜드주의 아웃백 출신.

현재까지 15년에 걸쳐 곡물 관련 업무에 종사해왔다. 6년 전 ACF에 입사하기 전에는 CBH 그룹(동해안 주(州)관할 
멜버른 사무소)에서 7년간 근무했다. ACF에서는 현재 시장 통찰 매니저로서 근무 중이다.

ACF에 관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ropforecasters.com.au
이메일: james.maxwell@australiancropforecasters.com.au

Dr Larisa Cato   
호주수출곡물이노베이션센터(AEGIC)
소맥 품질 시장 지원 매니저
라리사 카토 박사 

호주산 소맥 시장이 추구하는 소맥 품질 및 최종 제품의 가공 품질 요건에 대해 정통한 곡물 과학자이자 연구자. 소맥 
및 최종 제품 분야의 전문가이자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전문 지식, 
시장 동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관심 분야로는 아시아 시장의 소맥 제품(아시아 시장의 각종 
면류에 필요로 하는 전분이나 단백질 품질 조건), 제빵 시스템 및 가공에 관한 기술 혁신이다.

세계곡물과학기술협회(ICC)의 호주 대표, 국제시리얼그레인협회의 아시아 소맥 제품 및 제빵 관련 기술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서호주곡물산업협회(GIWA)의 소맥 분과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AEGIC에 근무하기 전에는 AWB에서 아시아 제품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서호주 농식품부에서 서호주 
소맥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헌해왔다. 

이메일: larisa.cato@aegic.org.au

Vince Moroney   
씨비에이치(CBH) 그룹
수출 계획 매니저
빈스 마로네이 

CHB 그룹에서 국내 및 수출용 곡물 거래 규격의 신청 및 조정, 규칙 및 품질 시스템의 철저한 준수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18년간의 직무 경험 소유자. 현재 수출 계획 매니저로서 곡물 수출에 관한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하여 모든 
곡물의 로지스틱에 대한 품질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지 및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곡물수출협회(Grain Trade Australia)와 서호주곡물산업협회(GIWA)의 곡물규격위원회 및 분과회의 멤버이다. 
주립 에디스코완 대학의 교육 학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메일: Vince.Moroney@cbh.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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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Simonaitis   
호주수출곡물이노베이션센터(AEGIC)
CEO
리처드 시모나티스 

자원(철광석) 및 곡물 등 수출에 초점을 맞춘 산업에 매우 폭넓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 철광석 분야에서는 수출 
로지스틱스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수출 곡물과 관련하여 선임 매니저로서 수출 로지스틱스, 수송과 보관 및 
관리, 농가로부터의 곡물 매입, 곡물 수출 판매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했다.

이 기간 동안 사내 팀의 리더로서 솔선하여 직장에서의 효율적이고 보다 높은 단계를 목표로 하는 향상심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의식 개혁을 주도했다.

CBH 그룹에 근무했던 당시, 호주 국내의 곡물 매입 및 집하 팀을 5년간 이끈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를 
통해 호주 국내의 곡물 농가와 업계 및 해외 시장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여러 
곡물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경험도 풍부하다.

호주곡물연구소협회가 발족할 당시부터 임원으로서 초기부터 역량개발프로젝트에 참가했다. 
호주농업지역리더십기금의 펠로 및 호주기업임원협회의 멤버이자, 학력으로는 서호주대학의 비즈니스 
코스를 수료했다. 호주곡물수출협회(GTA) 거래·시장위원회, 호주소맥품질협회(WQA) 소맥등급위원회 및 
곡물시장접근문제협의회(GIMAF)의 일원이다. 

이메일: richard.simonaitis@aegic.org.au

Matt Yamamoto — MC 
호주수출곡물이노베이션센터(AEGIC)
프로그램 리더
맷 야마모토 

경제 분석·시장 통찰팀의 프로그램 리더로 한국과 일본, 중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7월, AEGIC에 입사하여 호주산 곡물 시장의 높은 시장 가치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시장 유지 
및 확대에 힘쓰고 있다.

AEGIC에 입사하기 전에는 1997년부터 서호주 농식품부(현 DPIRD)에 근무하였으며 곡물 산업 수출 개발 매니저 및 
무역 촉진 매니저(한국과 일본)로 사기업과 업계 관련 단체, 정부 관계자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서호주의 농업 발전, 
농산물 및 식품 무역 진흥, 투자 촉진에 공헌해 왔다.

이메일: matt.yamamoto@aegic.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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