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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행 사 명 : K-FOORAND 2017 in Vietnam

행사목표 : 한국식품산업의 시장 확대 및 글로벌 인프라 개척

개최기간 : 2017년 9월 1일 ∼ 12월 7일

   * 개장식 : 4월 26일(수)<동남아 수출기업사절단과 병행, 결과보고 완료>

   * 행사 및 시상식 : 12월 5일(화) ∼ 12월 7일(목)

주요행사 : 한․베 식품산업 발전방안 포럼, 참가기업간담회,

K-FOORAND ZONE, K-FOORAND DAY, K-FOORAND 품평회,

K-FOORAND AWARDS, 현지 시장조사 등

추진배경

❍ 올해 들어 중국 내 사드 영향으로 대중국 식품수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식품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공격적 해외시장개척 요구 증대

* 대중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

: (‘16. 10월까지) 891백만$ ⇨ (‘17. 10월까지) 790백만$(△11.4%)

추진전략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는 최근 경제성장으로 식품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수출유망 타켓시장으로 선정하고

베트남 진출확대 희망기업(8개사)와 함께 차별화된 공동 마케팅

사업을 기획․시행

❍ 베트남 롯데마트 지점(13개점)에 특별존을 설치하여 참여기업제품을

실제 판매(‘17. 9 ~ 12)하면서, 최근 베트남에서 각광받고 있는

SNS 스타를 활용하여 참가기업 제품의 다양한 홍보를 실시

❍ ‘17. 9. 1 시작된 동 사업은 12. 5 ~ 7 기간 동안에 판촉행사와

함께 우수 홍보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양국의 정부․학계․기업이 참가한

한․베 식품산업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하여 식품분야 상호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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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성과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 진행(4월 ~ 12월)

❍ 민·관이 협력하여 수출 다변화 전략 마련하여 해외시장 확대 및

글로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사업진행

K-FOORAND 행사 참가기업의 베트남 현지 수출 실적(8월 ~ 11월)

❍ ‘17년 참가기업 베트남 수출 실적(8 ~ 11월)

⇒ 약 105억원 수출(직․간접 수출 포함, 롯데리아 제외)

    * 참가기업의 ‘16년 8 ~ 11월의 수출 실적 약 60억원

❍ 전년대비 참가기업 전체 수출은 74.3% 증가

SNS 스타 챌린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9월 ~ 11월)

❍ 베트남 현지 온라인 활동 SNS 스타(현지 SNS스타로 최소 3만

팔로우 ~ 100만 이상 팔로우를 보유한 샐럽) 섭외

- 8개 기업, 각 80개 포스팅 총 640개 포스팅

❍ SNS 홍보를 통한 경제효과(클릭 및 좋아요를 통한 광고 효과)

⇒ 약 18억원의 경제효과(클릭수 : 1억4천만, 좋아요 : 1백2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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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K-FOORAND ZONE 개장(4. 26) 및 13개점 판매(9월 ~ 12월)

❍ 농림축산식품부의 新남방정책의 일환인「2017년 동남아 수출 기업

사절단」과 협회에서 추진 준비 중인「2017 K-Foorand in Vietnam」
과 연계하여 동남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베트남 현지 롯데마트

중 남사이공점에서 K-Foorand Zone 개장

❍ 농심, 대두식품, 대상, 롯데리아,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등 8개 기업과 신선제품(딸기, 사과, 배 등)의 전용 판매 공간에서 판촉

및 시식활동

❍ 베트남 롯데마트 전지점(13개점)에 K-FOORAND ZONE 설치

및 판매(9월 ~ 12월)

식품산업 수출증대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MOU) 체결(4. 26)

❍ 농식품부, 롯데마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통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상품 발굴 지원

❍ 신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장 정보 조사 제공

   ⇨ 롯데마트와의 MOU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 4개점에 대한

K-FOORAND 특별존을 지원 받아 참가기업들의 각 10개 브랜드

를 전시 및 판매

* 베트남 전역 롯데마트 13개점에 판매 실시(9월 ∼ 12월)



- 4 -

현지 대형 유통업체 간담회(12. 6)

❍ 베트남현지로컬마트(빈마트, k-market)에K-FOORAND ZONE 입점협의

❍ K-food road map 제안

   -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추어 차년도는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K-FOOD ROAD 개척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K-FOOD 세계화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출유망 동남아지역 대상으로 시장개척 활동 확산

❍ 운영 및 유통 주최의 일원화를 위한 센터 설립 및 위탁운영

   - 수입통관 및 유통과정의 최소화로 인한 수출지연 애로사항 해결

   - 상품수출 관련 인증업무(라이센스 취득 등) 및 자체 판매 운영

한·베 식품산업 발전방안 포럼(12. 7)

❍ 한·베 양국의 식품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베트남은 산업통상부 아시아-아프

리카시장 부국장, 농업농촌개발부 SPS청 부국장, 보건부 식품안전

관리국 부국장이 참여하여 양국의 식품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차년도에는 정치의 중심인 하노이에서 K-FOORAND

행사와 더불어 양국 유력인사들의 교류협력 제안

❍ 베트남과의 식품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식품

분야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번「한·베 식품산업

발전방안 포럼」을 통해 양국의 정부정책을 공유하고 한국과 베

트남의 식품산업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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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주요 제품 비고
농심 신라면 / 신라면 컵 / 얼큰한 너구리 / 짜파게티 / 

안성탕면 / 육개장 사발면 / 미스터 비빔 양념치킨 맛 / 
미스터 비빔 볶음김치 맛 / 새우깡 / 양파링 

10개 제품

대두식품 자연이빚은 쌀전병(김) / 맛있는양갱(꿀통팥) / 카스텔라 
바나나 / 소문난 전설의 떡붕어 통팥 / 소프트붓세 
오렌지 /  

5개 제품

대상
현미찰고추장 / 떡볶이 양념 / 맛있는쌈장 / 순쌀 
떡볶이떡 / 청정미역 / 올리브유재래김 / 홍초(석류, 
복분자) / 맛김치 /
후레쉬 마요네즈 / 소불고기양념 

10개 제품

Ⅲ 주요 행사

I  SNS스타챌린지

1. 행사개요

 목적 및 추진방향
❍ 베트남 내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스타들을 

활용하여 K-FOORAND 제품을 홍보
❍ 베트남 현지의 SNS 스타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친근감과 함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

❍ 더불어 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조사하여 
이를 향후 제품 개발 및 판로 개척에 활용

❍ TV, 라디오 등의 매체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다수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효과적 홍보

 개요
❍ 명칭 : K-FOORAND SNS 스타 챌린지
❍ 일정 : 2017년 9월 10일~11월 24일 / 2.5개월간
❍ 참가 기업별 홍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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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후라이드 치킨 / 치즈 치킨 / 양념감자 / 치즈스틱 / 
아이스크림 /소이빈 치킨 라이스 / 치킨볼 라이스 / 
불고기버거 /와우버거

9개 제품

빙그레 참붕어 싸만코 / 참붕어 초코 / 참붕어 딸기 / 참붕어 
녹차 / 메로나 / 뽕따 소다 / 엔초 / 바나나맛우유 / 
메론맛우유 /딸기맛우유

10개 제품

삼육식품 검은콩 호두와 아몬드(파우치, 팩) 2개 제품

정식품 베지말 건강맘 두유 / 베지밀 검은콩 아몬드와 호두 
두유(파우치, 팩) / 베지밀 토들러 3단계 / 베지밀 
입안가득 바나나두유 

5개 제품

팔도 뽀로로(4종) / 일품짜장면 / 팔도비빔면 / 불낙볶음면/ 
해물라면 / 남자라면 6개 제품

구분 샐럽 수 샐럽별 포스팅 횟수 합계
SA 급 Woosi 또는 Channy 1 4 4

100만 근접 샐럽 1 1 1
A 급 3 8 24
B 급 4 8 32
C 급 2 9.5 19
총계 11명 80개

- 참가 식품 : 8개사에서 최대 10개 제품 선정, 총 57개 제품 
홍보 (제품 및 홍보 브랜드 수는 참가업체의 요청에 따라 
결정, 최대 10개 브랜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

2. 세부 운영내용

❍ 베트남 현지 온라인 활동 SNS 스타 섭외 
- 베트남 현지 SNS스타 마케팅, 최소 3만 팔로우 ~ 100만 이상 

팔로우를 보유한 샐럽을 섭외- 각 기업당 포스팅 수 
   8개 기업, 각 80개 포스팅 총 640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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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스타 배정 제품 전달 제품 체험 제품후기 SNS 게재

각 기업별 11명
(등급별 배포 수량 차등)
– 팔로워 수, 분류별 배정

- 기업별 샐럽 섭외 리스트 

❍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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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기업

주력상품
1 순위 2 순위 3 순위

농심
신라면(봉지) 너구리(봉지) 짜파게티(봉지)

한국 풍미/매운맛/
넘버원 라면

통통한면/해물수프/
우동과 비슷한

한국식 
중국자장면/검은소스/

국수요리

대두식품 양갱(꿀통팥) 떡붕어 김전병
간편 간식/벌꿀/통팥 앙금 가득/직화/떡붕어 한국쌀/한국산 김/쌀과자

대상
청정미역 올리브 김 홍초

한국 남해안산/깨끗함 / 
청정미역

올리브유 사용/향긋함/ 
바삭함

마시는 식초/비타민B/ 
몸과 맘이 반짝!

롯데리아
후라이드치킨 치즈치킨 양념감자
바삭바삭한 식감/ 

부드러운 고기 식감/ 
다양한 치킨의 맛

체다 치즈 소스가 함께하는/ 
치킨의 바삿한 맛/ 

고소함&향긋함
롯데리아 only one 제품/ 

취향대로 고르는 소스/ 
흔들어 먹는 재미 

빙그레
참붕어(오리지날) 바나나맛 우유 참붕어(녹차)

깸깜(베트남어로 
붕어아이스크림)/바닐라아

이스크림/단팥
바나나맛/신선함/
한국 국민우유

깸깜(베트남어로 
붕어아이스크림)/

녹차아이스크림/단팥

삼육식품
검은콩호두아몬드(파우치, 팩)　

건강 두유/삼육 두유/임산부&어린이에게 좋음

정식품
건강맘 입안가득 바나나 검은콩, 아몬드와 

호두 두유
산전,산후에 좋음/2팩으로 
산모권장량 100%충족/
기형아 예방에 탁월한 

엽산 함유
리얼바나나주스 함유/ 

달콤함
고소함/식사대용/

4가지 견과류 포함

팔도식품
뽀로로 일품자장면 불낙볶음면

어린이 대표 음료 / 4가지 
맛 / 어린이 인기 제품

검은 춘장 이용 / 특제 
레트로트   소스 활용 / 

맵지 않음
낙지맛 첨가 / 강항 

매운맛 /쫄깃쫄깃한 면발 

❍ 체험후기 작성 가이드 라인
- 제품당 사진 3장 내외 
- 시식 후기에 대한 제품설명 및 평가 100자 이상
- 기업별 주력 제품 및 키워드(기업별 요청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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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 포스팅 수량
신라면 12

신라면 컵 11
너구리 9

짜파게티 9
안성탕면 9
육개장 7
새우깡 5
양파링 5

mr비빔-양념치킨 6
mr비빔-볶음김치 6

전제품 노출 1
합계 80

3. 주요 성과 및 누적 포스팅

 <별첨 1. SNS스타챌린지 포스팅 누적자료(조회수 포함), 별첨 2. 포스팅 사진자료>

❍ 농심

   - 농심은 80개의 포스팅을 통해 10개 제품을 홍보하여 누적 좋아요 수 
총 191,564표를 기록하여 8개사 중 가장 높은 수를 기록

   - 제품 중‘신라면(봉지)’을 주력 상품으로 홍보하여 가장 높은

좋아요 수 38,464표를 기록하였으며 2, 3, 4위로‘너구리’24,283표, 
‘신라면 컵’21,934표,‘안성탕면’18,294표로 뒤를 이음

- 농심 브랜드별 포스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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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 포스팅 수량
김전병 15
양갱 18

떡붕어 16
붓세 오렌지 16

카스텔라 14
전제품 노출 1

합계 80

❍ 대두식품

   - 대두식품은 80개의 포스팅을 통해 5개 제품을 홍보하여 누적 좋아요 수 
총 156,116표를 기록

   - 제품 중‘양갱(꿀통팥)’을 주력 상품으로 홍보하여 가장 높은

좋아요 수 37,880표를 기록하였으며 2,3위로는‘소문난전설의 떡

붕어’31,186표,‘붓세 오렌지’30,231표로 뒤를 이음

   - 대두식품 브랜드별 포스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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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 포스팅 수량
고추장 7

떡볶이떡/양념 12
쌈장 7

청정미역 9
김 8

홍초 10
마요네즈 10

불고기 양념 7
김치 9

전제품 노출 1
합계 80

❍ 대상

   - 대상은 80개의 포스팅을 통해 10개 제품을 홍보하여 누적 좋아요 수 
   총 134,158표를 기록

   - 제품 중‘청정미역’과‘올리브 김’을 주력 상품으로 홍보 하

였으나‘떡볶이 떡과 양념’이 가장 높은 좋아요 수를 기록. 그
뒤로‘홍초’와‘청정미역’이 뒤를 이음

   - 대상 브랜드별 포스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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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 포스팅 수량
후라이드 치킨 12

치즈치킨 7
양념감자 8
치즈스틱 6

아이스크림 9
소이빈 치킨 라이스 5

치킨볼 라이스 11
와우버거 9

불고기 버거 10
전제품 1

소이빈치킨 1
레드치킨 1

합계 80

❍ 롯데리아

   - 롯데리아는 80개의 포스팅을 통해 9개 제품을 홍보하여 누적 좋아요 수 
총 164,187표를 기록, 8개 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호응도

   - 제품 중‘후라이드 치킨’을 주력 상품으로 홍보하여 가장 높은

25,832의 좋아요 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로‘아이스크림’과
‘치킨볼 라이스’가 뒤를 이음

   - 롯데리아 브랜드별 포스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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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 포스팅 수량
참붕어 10

참붕어 초코 9
참붕어 딸기 6
참붕어 녹차 10

엔초 6
메로나 7
뽕따 7

바나나우유 9
딸기우유 7

메론맛우유 7
전제품 노출 1

딸기/메론우유 1
합계 80

 ❍ 빙그레

   - 빙그레는 80개의포스팅을통해 5개제품을홍보하여누적좋아요수 총
140,620표를 기록

   - 제품 중‘참붕어’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홍보하여 가장 높은 좋

아요 수 71,360표(참붕어 오리지널, 녹차, 딸기, 초코 합계)를 기록

하였으며 그 뒤로 2, 3위는‘메로나’12,043표,‘바나나 우유’가 
12,016표로 뒤를 이음

   - 빙그레 브랜드별 포스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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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 포스팅 수량

검은콩호두아몬드파우치 42

검은콩호두아몬드팩 36

전 제품 노출 2

합계 80

❍ 삼육식품

   - 삼육식품은 검은콩호두아몬드(파우치, 팩)　1개품목을 80개의 포스팅을 통

해 홍보하여 누적 좋아요 수 총 145,794표를 기록

   - 다른 기업들에 비해 홍보 제품 수가 적어 홍보 샐럽 수를 11명
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기업 홍보샐럽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포스팅 진행

   - 삼육식품 브랜드별 포스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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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 포스팅 수량
건강맘 17
토들러 9

검은콩 아몬드 호두 두유 파우치 16
검은콩 아몬드 호두 두유 팩 15

건강맘 + 토들러 4
입안 가득 바나나 두유 17

검은콩 아몬드 호두 두유 팩+파우치 1
전제품 노출 1

합계 80

❍ 정식품

   - 정식품은 80개의 포스팅을 통해 5개 제품을 홍보하여 누적 좋아요 수 총
154,849표를 기록

   - 제품 중‘건강맘 두유’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홍보하여 가장 높

은 좋아요 수 41,344표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로 2, 3위는‘입안

가득 바나나 두유’36,262표,‘검은콩 아몬드 호두 두유 파우치’
가 30,499표를 기록

   - 정식품 브랜드별 포스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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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 포스팅 수량
뽀로로 음료 17
일품자장면 15

비빔면 16
불낙볶음면 15
해물라면 8
남자라면 8
전제품 1
합계 80

 ❍ 팔도

   - 팔도는 80개의 포스팅을 통해 6개 제품을 홍보하여 누적 좋아요 수 총
142,472표를 기록

   - 제품 중‘뽀로로’와‘일품자장면’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홍보하

여‘일품자장면’제품이 가장 높은 좋아요 수 32,903표를 기록하

였으며 그 뒤로 2, 3위는‘뽀로로’31,774표,‘불낙볶음면’이
26,486표로 뒤를 이었음

   - 팔도 브랜드별 포스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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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나도 SNS 스타

1. 이벤트 개요 

 목적 및 추진방향
❍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스타의 홍보활동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SNS 이벤트를 통해 확산효과 기대
❍ 모바일 사이트에 이벤트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일반인 홍보 

참여자를 모집하는 형태 
 개요
❍ 일정 : 2017년 9월24일~11월24일 / 2개월
❍ 대상 : 베트남 현지 일반 소비자
❍ 방법 : K-FOORAND 전용 모바일 페이지 내 이벤트 카테고리 활용
          직접 경험한 K-FOORAND 참가 제품에 대한 후기를 올리거나 

 SNS스타챌린지에 참여한 샐럽의 포스팅을 공유한 후, 
 공유한 자신의 SNS포스팅 URL을 입력하여 이벤트 참여 

2. 세부 운영내용 

 참여독려를 위한 홍보진행
❍ SNS스타 챌린지 과업에서 샐럽들의 포스팅에 해당 내용 고지
   및 모바일 페이지 URL주소 노출
❍ 현지 포털사이트 광고에 모바일 페이지 링크 및 나도SNS스타 
   이벤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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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에 모바일페이지 및 
   나도SNS스타 이벤트 홍보 

 운영 프로세스 

❍ 메인 페이지에이벤트 카테고리 노출
❍ 메인 페이지 이벤트 카테고리 터치(클릭) 후 페이지 이동 ❍ 세부 페이지

> 참여하기 
대분류 : 참가기업 / 소분류 : 제품선택 → 두 분류 선택 후 포스팅한 URL 입력하여 참여 

3. 운영결과

 롯데리아 후라이드치킨을 홍보한 Đoàn Nguyễn Kim Huỳnh의 
포스팅이 좋아요 1.1만건, 공유145회, 댓글 115개등을 
기록하며 우수상으로 선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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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내용 



- 20 -

Ⅲ K-FOORAND ZONE 개장식

1. 행사개요 및 프로그램

 행사 목적 
❍ 우리나라 우수식품기업들의 통합브랜드인 K-FOORAND 및 

K-FOORAND 식품의 우수성과 브랜드 정통성을 알리기 위한 
베트남 현지 소비자 대상 오프라인 개장/홍보이벤트

 행사 개요
❍ 행사명 : K-FOORAND ZONE 개장식
❍ 일  시 : 2017년 4월 26일(수)
* 시식 : 15:00∼18:00 / 공식행사 : 16:30∼17:30 / 공연행사 : 15:00∼18:00 

❍ 장  소 : 호치민시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정문 행사장 
❍ 대  상 : VIP, 참가기업, 기자단, 롯데마트 방문 고객 등
❍ 행사내용 : K-FOORAND 참여사 상품 홍보, 시식, 공연행사 등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의 新남방정책의 일환인「2017년 동남아 수출

기업사절단」과 협회에서 추진 준비 중인「K-Foorand 2017 in 
Vietnam」과 연계하여 동남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베트남 현지

롯데마트 중 남사이공점에서 K-Foorand Zone 개장식
* 협회장 : 개회사, 농식품부장관 : 축사

❍ 농심, 대두식품, 대상, 롯데리아,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등 8개 기업과 신선제품(딸기, 사과, 배 등)의 전용 판매 공간에서

판촉 및 시식활동

-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한 판매촉진활동 전개

- K-POP 커버댄스팀 공연 등과 함께 한국의 문화와 식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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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주요 행사 비고

15:00∼16:30 90‘ 식전행사 •크로스오버 B-Boy 댄스 외부 무대

∼16:30 VIP도착 •장관님 도착 및 VIP실 이동 롯데마트법인장
한국식품산업협회장

16:30∼16:32 2’ 오픈식 •개최선언 사회자

16:32∼16:35 3’ 오픈식 •참석 주요 VIP 소개 -

16:35∼16:38 3‘ 오픈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창환 회장 환영사

16:38∼16:41 3‘ 오픈식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축사

16:41∼16:45 4’ 오픈식 • VIP 테이프 컷팅 -

16:45∼16:50 10’ 시식행사
• 야외 행사장 관람

- 참가기업 제품 시식

16:50∼16:55 5’ 퍼포먼스 • 딸기 시식 등

16:55∼16:58 3’ 이동 •외부 행사장 → K-Foorand존 이동 롯데마트
법인장

16:58∼17:03 5’ 현장시찰 • K-FOORAND관 관람

17:03∼17:15 12‘ 인터뷰
• 현지 언론 초청 기자 인터뷰

- Tham Nien Printed 등 3개사
장관님,
회장님

17:15∼17:30 15’ MOU체결 •MOU 체결 및 간담 롯데마트 회의실

❍ 식품산업 수출증대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MOU)
* 참고 1 참조

- 농식품부, 롯데마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통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상품 발굴 지원

- 신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장 정보 조사 제공

   ⇨ 롯데마트와의 MOU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 4개점에 대한

K-FOORAND 특별존을 지원 받아 참가기업들의 각 10개 브랜

드를 전시 및 판매
* 베트남 전역 롯데마트 13개점에 판매 실시(9월 ∼ 12월)

 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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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반응(시식행사 및 야외공연)
- ‘한국식품은 현지에서도 인기가 많다. 그래서 더욱 반갑다’

- ‘K-FOORAND는 기존 한국제품과 무엇이 다른가?’

- 롯데리아 치킨볼, 농심 신라면, 빙그레 바나나 우유, 대두식품

팥빙수, 정식품 베지밀, 삼육식품 두유, 팔도 뽀로로, 대상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식품을 시식

-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개장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진행되어 즐거웠다.’

- ‘K-POP커버댄스팀의 공연은 춤과 노래를 따라할 수 있어 좋았다’

- 모객인원 평균(2017년 4월 26일 15:00~18:00)

구분 인원 비고

야외행사장 인원 1,200여명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자체 사전고지 및 안내

롯데마트 매장방문 3,500여명
해당시간 평일 평균

방문객수 약 2,800명

간접노출 인원 12,300여명
롯데마트 앞 차량 및

오토바이 이동인원

합계 17,000명

주요행사 사진  

K-FOORAND ZONE 개장식(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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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RAND ZONE 개장식(4. 26)

<환영사> 식품산업협회 이창환 협회장 <축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테이프 커팅(4. 26) 시식 행사(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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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RAND ZONE 신선식품존(4. 26)

K-FOORAND ZONE 냉동식품존(4. 26) K-FOORAND ZONE 가공식품존(4. 26)

현지언론 인터뷰(4. 26)

MOU(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산업협회-롯데마트)(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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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시간 내용 비고

사전
준비

준비 및 점검 ~16:00 •시식 및 공연행사 준비

시식
행사

K-FOORAND
제품 시식

16:00~20:30 •K-FOORAND 참가기업 8개사 제품 시식진행
 : 시식 물량 외 사은품 제공용 물량 별도
•원활한 시식 진행을 위해 각사별시식요원

16명 이상 배치, 운영
•시식행사 진행 중 무대위LED 모니터에서는

K-FOORAND CF지속 상영

O P E
NING

K-POP
커버댄스

18:30~18:35 •K-POP 커버댄스팀의 오프닝 공연

사회자 등장 18:35~18:40 •베트남 전문MC등장 후 행사개요 및 행사
내용 설명

Ⅳ K-FOORAND DAY

1. 행사개요 및 프로그램

 행사 목적 
❍ K-FOORAND 특별존이 설치된 남사이공점 특설무대에서 참가기업 

제품에 대한 시식과 고객사은 행사를 통해 우리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행사 전개

 행사 개요
❍ 행사명 : K-FOORAND DAY
❍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 시식 : 16:30∼20:30 / 공식행사 : 18:00∼18:30 / 공연행사 : 18:30∼20:30 

❍ 장  소 : 호치민시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정문 행사장 
❍ 대  상 : 일반시민, 참가기업, 기자단 등
❍ 행사내용 : K-FOORAND 참여사 상품 홍보, 시식, 공연행사 등

 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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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행사

환영사 18:40~18:44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님의 환영사

축사 1 18:44~18:47 •농림축산식품산업부 김민욱 과장님의 축사

축사 2 18:47~18:50 •롯데마트 베트남 현지 강민호 법인장님의 축사

K-FO
O R A
ND
DAY
축 하
공연

K-pop댄스 18:50~19:00 •Kpop대표곡 댄스 1곡

고객참여게임 19:00~19:20 •게임 진행 및 상품증정

고객참여게임 19:20~19:40 •단체 게임 진행 및 상품 증정 선물준비

가수공연 19:40~19:55 •베트남 가수 니나짬 - 행사축하 공연 2곡

상품소개 19:55~20:00 •상품소개 및 브랜드 소개

고객참여게임 20:00~20:15 •게임 진행 및 상품증정

K-pop댄스 20:15~20:20 •Kpop대표곡 댄스 1곡

상품소개 20:20~20:25 •SNS 대회, 상품소개 및 브랜드 반복

가수공연 20:25~20:28 •베트남 가수 니나짬-베트남 행사축하 공연 1곡

행사종료 20:28~20:30 •행사종료 및 대단원 행사종료

2. 제작물 및 장치·장식

 무대 및 SYSTEM
 ❍ 공연무대설치 (W*D*H) : 6m * 4m * 0.5m

 ❍ 무대상단 대형텐트설치 (W*D*H) : 8m * 6m * 5m

 ❍ 대형LED 스크린 설치 (W*D) : 6m * 4m –K.Foorand 브랜드 홍보 등

 ❍ K-POP 댄스공연 / 가수 공연

 ❍ 50석 좌석배치 및 스탠딩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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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품 시식 사은품
대두식품 김전병(2BOX)/양갱(4BOX) 4 2
빙그레 싸만코 오리지날(10BOX) 8 2
팔도 뽀로로(8BOX) 7 1
대상 올리브유 재래김(2BOX) 2 -

정식품 검은콩 두유(5BOX) / 바나나우유(3BOX) 6 2
롯데리아 햄버거(20EA), 치킨볼(30EA) 50EA -

 시식장소 및 운영계획 

- 정문 좌측 시식행사장 설치
- 기업별 시식공간 1m할당
- 각사별시식품목확정후베트남수행사배송
- 행사진행인력 10명 운영
- 내부 K-Foorad 이미지 백월 설치

 시식장소 참가기업 및 제품 

  * 농심, 삼육식품 현지상황에 따라 시식 미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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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현장사진

3. 행사 사진

 시식행사 

 공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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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시식행사 공연 및 사은행사
- 시식제품에 대한 호의적 반응
- 평소 즐겨먹는가고 함
- 김전병과 양갱의 경우 색다른 맛이라고 함
- 뽀로로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음
- 빙그레와 팔도 등은 현지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

- 다양한 행사와 사은품 행사로 유동인구가 유입
- 시식제품 중 일부를 증정하는 고객참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현장분위기 고조

롯데마트 유입고객 1,400여명 + 시식 및 공영행사 참가인원 1,800여명
 + 유동인구 노출인원 8,500여명

= 약 11,700여명의 직·간접 노출효과 발생

 공연행사

4. 행사장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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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K-FOORAND ZONE 제작·운영

1. 개요

 목적 및 추진방향
 ❍ SNS 홍보를 통한 K-FOORAND의 확산과 더불어 SNS를 통해
접한 제품과 현지 소비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 마련

 ❍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한데 모아 K-FOORAND라는
브랜드 아래 통일성 있는 판촉 및 홍보활동 전개로 전체적인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 기대

 ❍ 행사 기간 동안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활동 전개

 ❍ 향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SNS 이벤트의 오프라인 거점으로 
활용

2. 설치 및 운영

 남사이공점/고밥점/푸토점/떤빈점 – K-FOORAND 특별존 설치
 ❍ 일정 : 2017년 9월 1일 ~ 12월 31일
 ❍ 장소 : 호치민 시내 롯데마트(4개 지점) 내의 일정공간에

K-FOORAND 특별코너 신설, 13개지점 동시 판촉

    * 롯데리아는 특별존 전시·홍보 및 베트남 매장에서 판매 진행

 ❍ 참가 기업 : SNS 스타 챌린지 참여 기업 및 제품

 운영 내용
 ❍ K-FOORAND로 선정된 제품들만을 전시 및 판매 
 ❍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현지 롯데마트와 재협의 완료)
    * 12월 말까지 운영 및 반응이 좋으면 ‘18년도 계속 운영여부 재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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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현장사진

 남사이공점

 푸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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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현장사진

 고밥점

 떤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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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현장사진

 Dong Nai Lottemart 

 Da Nang Lotte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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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현장사진

 Phan Thiet Lottemart 

 Can Tho Lotte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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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현장사진

 Vung Tau Lottemart 

 Binh Duong Lotte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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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현장사진

 Hanoi Center Lottemart 

 Trang Lotte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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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현장사진

-정식품(11.10~12) :남사이공/포토점 진행. 
아몬드호두두유,입안가득 바나나시음(48 BOX)

-빙그레(11.16~19) : 남시아공/고밥 진행. 
빙그레싸만코 오리지날맛,녹차맛

 Dong Da Lottemart

3. 인력운영 및 시식진행

 인력운영 현황
구분 판촉인원 근무시간/시간 비고

남사이공점 2명 주6일 근무 / 14:00~20:00(12월 30일 종료) 9월2일부터~현재까지

푸토점 2명 주6일 근무 / 14:00~20:00(12월 30일 종료) 9월2일부터~현재까지

고밥점 2명 주6일 근무 / 14:00~20:00(12월 30일 종료) 9월2일부터~현재까지

떤빈점 2명 주6일 근무 / 14:00~20:00(12월 30일 종료) 9월2일부터~현재까지

 시식행사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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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한·베 식품산업 발전방안 포럼

1. 행사개요

 개최 목적
❍ 한국-베트남 간의 식품교역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해소 및 향후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
❍ 한국과 베트남의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세미나 및 

공청회를 통해 식품 관련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협력관계를 조성

❍ 특히 양국간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 마련
❍ 그 외 다양한 애로사항 발굴과 한국-베트남의 민관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다양한 협력사업 발전 도모

 개요
❍ 주최 : 한국식품산업협회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일정 : 2017년 12월 7일(목) 09:30~16:30 
❍ 장소 : 베트남 호치민시 젬센터 5층 
❍ 내용 : 한․베 식품시장 발전을 위한 양국정부, 학계의 주제발표
❍ 참여 대상
<한 국>

(협 회) 협회 이창환 회장, 이광호 부회장, 고학수 전무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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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농심, 대두식품, 대상, 롯데리아,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롯데마트 담당자 각 2명

(주한베트남대사관) 오광휘 무역담당관

(농식품부) 수출진흥과김민욱과장, 정수연 사무관, 오신영 차장(aT파견)

(식 약 처) 식품안전정책과 한상배 과장, 정인권 주무관

( aT ) 미래전략본부 기획조정실 김형목 실장, 윤진형 대리

하노이 지사 최정기 지사장, 김혁 차장

(발표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 임정빈 교수

<베트남>

(관련 기관) 산업통상부, 아시아-아프리카 시장국 레 안 하이 부국장

농업농촌개발부, SPS청(위생및식물위생통보기관) 르탄호아부국장

보건부, 식품안전관리국 레 반 지앙 부국장

(발표연사) 호치민 국립대학교 식품공학 팜 밴 학과장

사이공 과학대학교 식품산업학과 류 주언 학과장

 행사장 구성 
❍ 행사장 : 베트남 호치민 소재의 젬센터(GEM CENTER)
   * 주소 : 8 Nguyễn Bỉnh Khiêm, Đa Kao, Hồ Chí Minh

- 전문 연회장으로 행사관련 부대시설이 최적화 되어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행사 진행되어 호치민 내 인지도/호감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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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베트남어
식품공업원 Viện Công nghiệp thực phẩm 
수산물 총국 Tổng cục Thủy sản Việt Nam

농업 및 농촌 개발부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Việt Nam
베트남 기능식품 협회 Hiệp hội Thực phẩm chức năng Việt Nam

베트남 차 협회 Hiệp   hội chè Việt Nam 
베트남 커피 카카오 협회 Hiệp hội Cà phê - Cacao Việt Nam

베트남 우유 협회 Hiệp hội sữa Việt Nam 

외부 전경 참가기업 출장 숙박시설인
롯데레전드 호텔과의 거리

❍ 카스토르(CASTOR)룸 
- 젬센터 5층 

공간 활용 참가자 동선
 

 행사 초정장 메일 발송  
❍ 관련 협회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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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책 이름

MOH
보건복지부

(Lãnh đạo Bộ Y tế)

장관 응웬 티 김 티엔
(Nguyễn Thị Kim Tiến)

차관 응웬 베트남 티엔
(Nguyễn Viết Tiến)

차관 응우 엔 탄 롱
(Nguyễn Thanh Long)

차관 르 꽝 쿠옹
(Lê Quang Cường)

차관 팜 르 투안
(Phạm Lê Tuấn)

MARD 
농업 및 

농산어촌 개발부
(Bộ Nông Nghiệp)

장관 응우 엔 법사 쿠옹
(Nguyễn Xuân Cường )

차관 부으 반 담 
(Vũ Văn Tám)

차관 호앙 반 탕
(Hoàng Văn Thắng)

차관 하 뭉친 투안
(Hà Công Tuấn)

차관 르 쿠크 도안
(Lê Quốc Doanh)

차관 전 탄 남
(Trần Thanh Nam)

MOIT 산업통산부
(Bộ Công Thương)

장관 전 뚠 아인
(Tran Tuan Anh )

차관 호 티 킴 투아
( Ho Thi Kim Thoa)

차관 전 꾸억 아인
(Tran Quoc Khanh)

차관 루어 탕 하이
(Đo Thang Hai)

차관 카오 쿠크 웅
(Cao Quoc Hung)

차관 호앙 쿠크 부옹
(Hoang Quoc Vuong)

❍ 정부 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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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담당자 직함
Vinmart Ms. Cao Kim Chi In-Ex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Hong Linh Import Export Co., Ltd Mr. Nguyen Hong Minh Director

KA International Co., Ltd Ms. Kim Anh Managing Director
Van Thinh   Phu Trading - Services - Producing Co., Ltd Mr. Dao Truc Nam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An Phu Trading Co., Ltd Mr. Ho Dac Chu Director
Elite Co.,Ltd Mr. Nguyen Van Hai Director
H.K.L Pacific Co., Ltd Ms. Tran Thi Thanh Huong Deputy Director
Lebom Co., Ltd Ms. Nguyen Kim Thanh Truc Director
Solomon International Co., Ltd Ms. Ha Thuc Nhon Trang Director
Nhat Nhi Tran Co., Ltd Ms. Hoang Minh Chau Export-Import   Manager

업종 회사명

과자

하이주 과자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BÁNH KẸO HẢI CHÂU)

응옥안 케이크 회사
 (Cơ Sở Bánh Ngọc Ánh)

하노이 과자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BÁNH MỨT KẸO HÀ NỘI)

인스턴트식품
 IKA 할아버지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ÔNG GIÀ IKA)
빈떠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THỰC PHẨM BÌNH TÂY)

❍ 식품관련 바이어 

 

❍ 베트남 현지 식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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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배 수출입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XUẤT NHẬP KHẨU NHÀ BÈ)

냉동신석식품
팜똔유한책임회사

 (CÔNG TY TNHH PHẠM TÔN)
빈환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VĨNH HOÀN)

음료수

빈민 물 주식 회사
 (Công Ty CổPhầnNướcBình Minh)
베트남  Pepsico International 회사

 (Công Ty Pepsico International-Việt Nam)
국제 식품 가공 기술 회사

 (Công Ty CôngNghệChếBiếnThựcPhẩmQuốcTế)

커피
G8 커피 회사

 (Công Ty CàPhê G8)
CS Coffee 유한 책임 회사

 (Công Ty TNHH CS Coffee)

차

김안 차 주식 회사
 (Công Ty CổPhầnChè Kim Anh)

다이치아 무역 및 서비스 유한 책임 회사
 (Công Ty TNHH ThươngMạiVàDịchVụĐạiGia)

베트남 차 총회사
 (TổngCông Ty ChèViệt Nam)

통조림식품
하롱 통조림 주식회사

 (CÔNG TY CỔ PHẦN ĐỒ HỘP HẠ LONG)
민쭝유한책임회사

 (CÔNG TY TNHH MINH TRUNG)

과일

ORFARM
HAFOODS 식품

 (ThựcPhẩm HAFOODS)
비엣안 과일

 (HOA QUẢ VIỆT ANH)
베트남 흥틴 회사

 (CÔNG TY HƯNG THỊNH VIỆ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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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09:30~10:00(30) 참가자 등록

10:00~10:20(20)

1부 개회고지 / 
(개회사 및 인사말)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창환 회장
(축사)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김민욱 과장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한상배 과장
       산업통상부 레안하이 부국장

10:20~10:50(30) Session 1 김민욱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10:50~11:10(20) Session 2 레 안 하이 부국장(아시아-아프리카 시장국 산업통상부)
11:10~11:20(10) 참가자 휴식
11:20~11:50(30) Session 3 최지현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50~12:10(20) Session 4 팜 밴 훙 학과장(호치민국립대학교, 식품공학과)
12:10~13:30(80) 점심식사
13:30~13:35(05) 2부 개회고지
13:35~14:05(30) Session 5 한상배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14:05~14:25(20) Session 6 르 탄 호아 부국장(동물식물 위생검역국 농업농촌개발부)
14:25~14:35(10) 참가자 휴식
14:35~15:05(30) Session 7 임정빈 교수(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
15:05~15:25(20) Session 8 류 주언 학과장(사이공 과학대학교 식품산업학과,베트남 식품과학기술 학회 부회장)
15:25~15:35(10) 참가자 휴식
15:35~16:00(25) Discussion 좌장 : 임정빈 교수자유토론 패널 (9명) :한국·베트남 연사 및 공무원
16:00~16:30(30) Networking 발표연사 및 기업담당자 간 네트워킹

2. 세부 운영내용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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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제
Session 1 김민욱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한국 농식품 수출 정책 현황

Session 2 레 안 하이 부국장(아시아-아프리카 시장국 산업통상부) 한국 – 베트남 교역 동향 및 베트남 정부의 지원 정책
Session 3 최지현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식품시장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Session 4 팜 밴 훙 학과장(호치민국립대학교, 식품공학과) 베트남의 식품 가공 및 식품 소비현황 
Session 5 한상배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대한민국 식품안전 정책방향

Session 6 르 탄 호아 부국장(동물식물 위생검역국 농업농촌개발부) 식품안전관리와 식물 수출식품 무역

Session 7 임정빈 교수(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 한-베 양국간 농식품 교역동향과 상호 협력 유망분야
Session 8 류 주언 학과장(사이공 과학대학교 식품산업학과,베트남 식품과학기술 학회 부회장) 식품과 문화 

 세션별 주제 발표(*주제발표자료 별첨) 

토론 내용

❍ 한국과 베트남은 쌀이 주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식품에

기본과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임. 이것은 양국의 식품

산업의 발전과 공동연구 필요성에 큰 의의

❍ 베트남과 한국의 교역 관계는 점점 그 관계가 단단해 지고 있음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로 양국 서로가 큰 수출시장

현재까지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으나 양국의 식생활에

가장 큰 쌀이라는 공통점을 고려했을 때 발전 가능성은 무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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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과 한국 양국을 비롯해 세계가 고령화에 접어들었음. 이는

식생활 연구와 개발에도 큰 영향을 끼침. 식품의 안전과 건강

기능성은 이미 세계적인 트랜드 임. 각 국의 전통을 살린 상품을

고부가가치로 발전시킬 필요 있음

❍ 베트남은 기후 등 식품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고 한국의 기술력

으로 상호협력 가능. 이에 따른 협동연구가 기대

❍ 식품산업의 발전은 외식산업을 비롯해 식생활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이미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 다양한 교육적 접

근이 필요. 공동연구와 합동 교육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는 이러한 포럼이나 행사들이 단발적이어서는 안되며, 지속

적으로 입지를 다져 나갈 수 있기를 기원

참관객 의견

❍ 한-베간 지속적인 관계유지 필요. 양국의 식품산업에 대한 협동

연구에 관심이 많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협동연구과제 선정이

필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계획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수행 해 주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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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구성 
❍ 내부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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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석 배치도 

 

❍ 통역시설 및 인력 운영
- 통역부스 2개, 동시통역사 2명 교차 진행
-  리시버(동시통역 수신기) 120개 준비, 시스템 담당 1명 상시 

대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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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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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K-FOORAND 품평회 

1. 행사개요

 

 개최 내용 및 목적 
❍ 베트남 현지 소비자에게 친근한 K-FOORAND 이미지 생성과 

시식 기회를 마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경험 제공 
❍ 호치민 현지인을 대상으로 초대장을 배포(롯데리아 남사이공점 

프로모션 행사에 활용) 하여 관람객 모집, K-FOORAND어워즈 
식전 행사로 진행

 개요
❍ 주최 : 한국식품산업협회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롯데마트 
❍ 일정 : 2017년 12월 7일(목) 16:30~16:30 
❍ 장소 : 베트남 호치민시 젬센터 5층 
❍ 내용 : 한․베 식품시장 발전을 위한 양국정부, 학계의 주제발표
❍ 참여 대상 :　어워즈 수상자 및 참석자,  베트남 호치민시민

2. 세부 운영내용

  

 기업별 브랜드 전시 및 시식 제품
   (시식 제품은 참가기업과 협의하여 기업별 각 한 개의 브랜드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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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시식제품 시식 방법
농심 신라면(봉지) 냄비에 끓여서

대두식품 통팥도리야끼 제품만 시식　
대상 올리브 김 제품만 시식

빙그레 참붕어 제품만 시식　
삼육식품 검은콩호두아몬드 두유 제품만 시식　
정식품 입안가득 바나나 제품만 시식　

팔도식품 일품자장면 냄비에 끓여서

❍ 시식이 불가한 롯데리아의 경우, 제품 소개 배너로 대체
   (롯데리아 매장이 아닌 곳에서 시식 행사 원하지 않아 팜파티 

및 프로모션 쿠폰 등으로 대체)
❍ 농심, 팔도/삼육식품, 정식품 경쟁 상품군을 고려하여 배치 
❍ 3단 쇼케이스와 시식대로 구성
   (냉동 제품인 빙그레의 경우 냉동 평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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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식 도우미 교육 및 시식진행 
❍ 참가기업의 브랜드별 소개와 시식제품에 대한 설명을 교육하여 

품평회 참가자 응대 
❍ 시식 제품별 시식 방법(냄비에 끓여 먹는 라면) 등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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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브랜드별 시식 및   설명 도우미 배치 - 기업담당자와 참가자 간    통역인력 배치 

- 위생 장갑, 미니 포크, 접시 등 활용 - 냄비(라면포트)에 끓여서 시식

- 종이컵에 나눠서 시음 - 칼로 잘라서 시식 

 판넬 배너를 이용한 제품 만족도 조사 진행
❍ 시식 후 판넬에 스티커를 붙여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
❍ 품평회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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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식품(통팥도리야끼)
- 총 51명이 설문에 참가

- 그 중 65%가 상, 35%가 중

이라고 응답

삼육 식품

(검은콩 호두 아몬드 두유) - 총 47명이 설문에 참가

- 그 중 62%가 상, 38%가 중

이라고 응답

농심(신라면)
- 총 32명이 설문에 참가

- 그 중 72%가 상, 28%가 중

이라고 응답

대상(올리브 김)
- 총 42명이 설문에 참가

- 그 중 81%가 상, 19%가 중

이라고 응답

정식품(입안가득 바나나

두유) 

- 총 53명이 설문에 참가

- 그 중 81%가 상, 19%가 중

이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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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일품자장면)

- 총 44명이 설문에 참가

- 그 중86%가 상, 14%가 중

이라고 응답 

빙그레(참붕어 싸만코)

- 총 55명이 설문에 참가

- 그 중 91%가 상, 5%가 중, 

4%가 하라고 응답 

❍ 품평회 총평
- 긍정적평가 :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각 기업별 브랜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포럼, 어워즈 행사장인 젬센터 5층 
로비에서 품평회를 진행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임

       각 기업별 도우미를 배치하여 제품설명, 시식 진행과 함께 설

문조사를 통해 쌍방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활용

       또한, 현장에서 참가기업 담당자가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자사

제품을 설명해주기도 하는 등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짐

- 개선 및 보완사항 : 기업별 전담 도우미(베트남 현지인)를 교육 
후 제품 설명과 시식을 병행하여 진행. 간단한 제품소개 등은

교육 받은 도우미가 설명 가능 하였으나 유통업체 관계자의

질문이나 제품 성분 등에 대한 질문에는 응대하기 어려웠다는

후기가 있었음. 추후 품평회 진행 시 각 참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또한, 각 기업 마다 제품 특성(냉동제품) 및 조리시간(라면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시식물량이나 운영 시간 계획 등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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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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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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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K-FOORAND AWARDS

1. 행사개요

 개최 목적
❍ K-FOORAND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행사로 3개월간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 SNS 스타들의 활동을 통해 평가된 참가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시상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독려
❍ 그동안의 활동이 우수한 SNS 스타들과 이벤트를 통해 

홍보활동에 참여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시상을 통해 
K-FOORAND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우호적인 이미지 조성

 개요
❍ 주최 : 한국식품산업협회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롯데마트
❍ 일정 : 2017년 12월 7일(목) 16:30~19:00
❍ 장소 : 베트남 호치민시 젬센터 5층 
❍ 내용 : 포토존, 시상식 및 만찬, 공연
❍ 참여 대상
<한 국>

(협 회) 협회 이창환 회장, 이광호 부회장, 고학수 전무이사 등

(참가기업) 대두식품, 대상, 롯데리아,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롯데마트 담당자 등

(주한베트남대사관) 오광휘 무역담당관

(농식품부) 수출진흥과김민욱과장, 정수연 사무관, 오신영 차장(aT파견)

(식 약 처) 식품안전정책과 한상배 과장, 정인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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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 미래전략본부 기획조정실 김형목 실장, 윤진형 대리

하노이 지사 최정기 지사장, 김혁 차장

(발표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 임정빈 교수

<베트남>

(관련 기관) 산업통상부, 아시아-아프리카 시장국 레 안 하이 부국장

농업농촌개발부, SPS청(위생및식물위생통보기관) 르탄호아부국장

보건부, 식품안전관리국 레 반 지앙 부국장

(발표연사) 호치민 국립대학교 식품공학 팜 밴 학과장

사이공 과학대학교 식품산업학과 류 주언 학과장

(참가신청자) SNS 스타 및 참가신청자 170여명

 행사장 구성 
❍ 행사장 : 베트남 호치민 소재의 젬센터(GEM CENTER) 5층
❍ 카스토르(CASTOR)룸 
- 젬센터 5층 

공간 활용 참가자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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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간 내용 비고 
16:30~16:35

(05) 개식고지 및 내빈소개
환영사 16:35~16:50

(05)
환영사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창환 회장
축사 16:40~16:50

(10)
축사

농업농촌개발부 르 탄 호아 부국장

행사
16:50~17:55

(65) 시상식
17:55~18:00

(5) 건배사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광호 부회장

18:00~19:00
(60) 만찬 및 축하공연

구분 부문 수량 수상내용 심사기준/방법 부상내역

1.SNS 
스타

챌린지

대상 1

베트남 SNS샐럽들이 
K-FOORAND
참가기업의 제품들을 
직접 맛보고 자신의 
SNS에 후기를 남긴 
내용을 평가

SNS Star의 최종 조회
수, 좋아요 수, 댓글 수
를 고려하여 선정

서울관광
3박4일(1인)
트로피, 수상보드

금상 1 아이패드, 
트로피, 수상보드

은상 2 디지털카메라,트로피, 수상보드
합계 4 　

2.참가
기업

 특별상

농심 1

SNS Star 중
해당기업의 내부평가․

심사 기준에 따른 자체
선정 

　

해 당 기 업 에 서 
제공하는 부상과 
트로피, 수상보드
　

대두식품 1
대상 1

롯데리아 1
빙그레 1

삼육식품 1
정식품 1
팔도 1

합계 8

2. 세부 운영내용 

 세부일정 

 시상식
❍ 상명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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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상 명 수상자 시상자
1

SNS 스타 
챌린지

참가기업 특별상

빙그레 Nguyen Huyen 이면우 차장
2 대두식품 Thái Thị Mai Phương 김삼기 본부장
3 대상 Trần Thị Mỹ Hương 정동협 팀장
4 정식품 Phạm Thị Ngọc Linh 임차열 부장
5 롯데리아 Nguyễn Lê Hà Uyê 김혁용 과장
6 농심 Nguyễn Thoại Cẩm Tú 신영화 베트남 

지사장
7 팔도 Phạm Thu Hằng 조홍철 팀장
8 삼육식품 Lê Nguyễn Vân Anh 심길섭 이사
9 나도 SNS 스타 우수상 Đoàn Nguyễn Kim Huỳnh 협회 이광호 

부회장
10 SNS 스타 

챌린지 은상 *선정이유 :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Phan Thị Lưu Ly
(빙그레 참가자) 

협회 이광호 
부회장

11 SNS 스타 
챌린지 은상

Đinh Huyền Trang
(대상 참가자)

협회 이광호 
부회장

12 SNS 스타 
챌린지 금상

*선정이유 :
26만여 건의 

좋아요 수를 기록
Trần thị thảo hiền

(대두 참가자)
협회 이광호 

부회장

13 K-FOORAND 
브랜드(품목) 

빙그레
(참붕어 싸만코) 이면우 차장 협회 고학수 

전무이사

3. 나도 
SNS스타 우수상 1

베트남 현지 
일반인들이 

K-FOORAND 제품을 
직접 맛보고 자신의 
SNS에 후기를 남긴 

내용을 평가

일반참가자 중 좋아요 
수, 댓글 수, 공유 수를 
고려하여 선정

아이패드/트로
피/수상보드

합계 1
4. 기업

상
종합대상 1 참가기업의 

K-FOORAND 제품 
중 우수 브랜드 선정

올해의 대상(전체 기업 중)
트로피/수상보
드브랜드대상 8 각 참가기업별 참여제

품 우수 브랜드
합계 9

부문별 총합계 총 22건의 시상을 진행

❍ 시상자료(순서 및 수상자)



- 67 -

14

대상

대두
(소문난 전설의 

떡붕어)
김삼기 본부장 협회 고학수 

전무이사
15 대상

(현미 찰고추장) 정동협 팀장 협회 고학수 
전무이사

16
정식품

(베지밀 입안가득 
바나나두유)

임차열 부장 협회 고학수 
전무이사

17 롯데리아
(후라이드 치킨) 허재필 상무 농식품부 김민욱 

과장
18 농심

(신라면)
신영화 베트남 

지사장
농식품부 김민욱 

과장
19 팔도

(뽀로로) 조홍철 팀장 농식품부 김민욱 
과장

20
삼육식품

(검은콩호두 
아몬드 두유)

심길섭 이사 농식품부 김민욱 
과장

21
SNS 스타 

챌린지 
대상

*선정이유 :
제품에 맞는 

다양한 연출을 
통해 제품들을 

맛있고 재미있게 
전달, 총 5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Woo-si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창환 회장

22 K-FOORAND 
대상 농심 신영화 베트남 

지사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창환 회장

SNS 스타 챌린지
참가기업 특별상 - 빙그레

SNS 스타 챌린지
참가기업 특별상 - 대두식품

❍ 시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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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스타 챌린지
참가기업 특별상 - 대상

SNS 스타 챌린지
참가기업 특별상 - 정식품

SNS 스타 챌린지
참가기업 특별상 - 롯데리아

SNS 스타 챌린지
참가기업 특별상 - 농심

SNS 스타 챌린지
참가기업 특별상 - 팔도

SNS 스타 챌린지
참가기업 특별상 - 삼육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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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SNS 스타 우수상 SNS 스타 챌린지 은상(2명)

SNS 스타 챌린지 금상 K-FOORAND 브랜드(품목) 대상 
- 빙그레 ‘참붕어 싸만코’

K-FOORAND 브랜드(품목) 대상 
- 대두식품 ‘소문난 전설의 떡붕어’

K-FOORAND 브랜드(품목) 대상 
- 대상 ‘현미 찰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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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RAND 브랜드(품목) 대상 
- 정식품 ‘입안가득 바나나 두유’

K-FOORAND 브랜드(품목) 대상 
- 롯데리아 ‘후라이드 치킨’

K-FOORAND 브랜드(품목) 대상 
- 농심 ‘신라면’

K-FOORAND 브랜드(품목) 대상 
- 팔도 ‘뽀로로’

K-FOORAND 브랜드(품목) 대상 
- 삼육식품 ‘검은콩호두 아몬드 두유’ SNS 스타 챌린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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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RAND 대상

❍ 행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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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1. 목적 및 추진 방향

   K-FOORNAD의 준비과정 및 특히 현지에서의 활동, 베트남 내에서
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여 현지
TV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

   한국 식품기업들의 해외진출 노력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으로
프로젝트 홍보 및 성과 평가

   향후 K-FOORAND의 사업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식품기업들의 
참여와 관심 독려

2. 제작 개요

  촬영일정 : 11월 10일 ~ 12월 7일까지

             (베트남 및 한국 촬영, 베트남 현지 리포터 진행 형식)
  편집일정 : 12월 5일 ~ 12월 10일까지 (본편집 및 최종편집, 최종녹음)
  소재심의 : 12월 11일 ~ 14일 중 VTV2 소재전달 및 최종심의

  방영일정 : 12월 28일 또는 29일 중 VTV2 방영예정 (30분 특집)
                * 본방 저녁 9시, 재방 다음날 오전 9시

3. 다큐멘터리 기획의도

  21C 핫 이슈, 핫 코드, ‘식품’!! 

  ❍ 지금 전 세계인의 관심은 식품에 집중!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식품!!

  ❍ 교통이 발달하고 전 세계가 연결된 지금,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식
품은 세계적으로 교류하며 변화하고 있다.

  ❍ 영원한 베스트셀러, 핫 아이템인 식품에 대한 남다른 고찰과 시선
으로, 베트남에서 유행하는 한국식품의 현재를 조명하고 나아가 베
트남 식품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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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베트남 식품의 열풍, 그 원인은?

  ❍ 외국에서 선정한 베트남 문화아이콘 1위는?? 바로 식품!! 
  ❍ 베트남 식품은 간편하고 뛰어난 맛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 특히 한국에서 베트남식품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

엇일까?
  ❍ 수많은 쌀국수 집과 베트남 식품 전문점, 프랜차이즈들이 늘고 있

고 베트남 식품 매니아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이

베트남 식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베트남 식품시장을 향한 한국식품회사들의 도전

  ❍ 베트남에는 수많은 한국 식품점들이 있고, 수많은 식품회사들의 제

품이 이미 들어와 사랑받고 있다.
  ❍ 유명 페이스북커인 ***씨는 주기적으로 한국식품 요리법과 한국식

품에 대한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
  ❍ 젊은 사람들 중에 한국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요리법과 맛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이런 베트남 식품 시장에 빠르게 발맞추어 한국회사들도 많은 노력

을 기울이며 현지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매일경제신문, 한국

메이저 식품회사 8곳이 하나로 뭉쳐 K-FOORAND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롯데마트에 한국식품 지정존을 설립하여 공격적으로 한국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 특히 페이스북에서 한국식품을 포스팅하면 우수자를 선정하여 각

종 상품을 주는 행사를 기획했으며, TVC, 및 각종 뉴스, 신문매체

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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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식품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다면, 한국

식품은 메이커가 주도하여

  ❍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

는 한국식품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식품의 다양화는 곧 문화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 베트남 사회의 특징은 젊고 역동적이라는데 있다. 노령화가 진행되

어 사회가 침체되고 있는 일본 및 한국 등의

  ❍ 선진 중도국에서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보수적이고 안정을 택하기

마련이다.
  ❍ 베트남 식품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문화를 만들어

내는 일에 베트남 사회는 거부감이 없다.
  ❍ 식품의 다양화는 곧 문화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젊은 사람들의 노력과 전통의 조화, 

외국과 베트남 식품의 교류는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 맛있고 건강

한 식탁으로 돌아올 것이다.

4. 다큐멘터리 제작콘티(시나리오)

  구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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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video audio time

프롤

로그

#1 한국의 베트남 프랜차이즈 식당(에머이)
  - 베트남 쌀국수 등의 음식을 
    즐기는 한국사람들 스케치
(자막 : 2017년 12월 **일 한국 서울 서초동)

#2 베트남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사 & 음식 C.U

#3 한국거리의 베트남 음식점 간판  
   몽타쥬

#4 베트남 음식점에서 리포트 멘트
* 11월 26일 촬영-서울

(리포트 질문)
베트남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베트남  식품 중에서 어떤 식품을 가장 좋아하세요
베트남  식품을 구매를 하신다면 어디서 구매를 하시나요

“한국에서 베트남음식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국거리에서 베트남 음식점이 점점 
늘어나고 어디서나 베트남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 베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2년 수교한 이후 양 국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한국 음식과 식품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타이틀

# 한국음식과 베트남음식의 요리 
  장면과 디스플레이 장면 C.U

#  타이틀 슈퍼

음식의 국경은 사라졌다 –베트남의 
한국음식 보고서
“ 2017년 Kfoorand in Vietnam “ (가제)

챕터1

#1 리포터의 주방. 한국음식을  
   만들고 있는 리포터.

#2 떡볶이 OR 미역국 레시피 소개
   음식 시즐컷

#3 완성된 음식을 즐기는 지인과 
    가족들의 모습
    맛있다고 칭찬하는 아이의 모습

#4 마트의 수많은 김치브랜드 
   인서트 컷
* 11월 14일 하노이에서 촬영(집 
주방 렌트)

“저는 요리블로거인 ***입니다
저는 5년전부터 한국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한국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요리 후 요리사진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하고 있죠 사람들의 
반응이 꽤 뜨겁습니다”

“제가 한국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베트남 사람인 제 입맛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김치라던가 떡볶이라던가 레시피를 약간 
조정하면
베트남 사람들에게 맛있고 새로운 요리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재료를 구입을 해야 겠죠.

“우리 주변에는 한국음식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김치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한국김치들은 베트남 
김치와 경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브릿지

#5 엘리베이터에서 K-FOORAND 
    광고를 보는 사람들
    인터넷의 K-FOORAND 배너광고  
    인서트
    TV에서 K-FOORAND 관련      
    뉴스를 보는 사람들
    팔도라면 택시 & 빌보드 광고   
    인서트

  다큐멘터리 제작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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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video audio time

챕터1

#6 팔도라면 레스토랑. 
   많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즐기고 있다
   맛있게 라면을 먹는 사람들 인터뷰
(인터뷰 내용은 팔도관계자와 협의 후 수정)

* 11월 14일 하노이에서 촬영

#7 레스토랑 세프 인터뷰 

#8 팔도라면 마케팅 팀장 인터뷰
   (마트에서 KORENO 라면을 사는 
장면 인서트)

#9 농심신라면의 페이스북커 페이지
   신라면을 요리하고 있는         
   페이스북커의 주방
   (요리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사진찍는 모습)
*여기 순서는 뒤 부분에 있는빙그레. 
롯데리아 이후에 신 라면을 
편집하는 순서로 구성

“많은 사람들이 한국라면을 드시고 있네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국 라면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리포트 질문)
이 음식이 어느 나라 음식인지 아세요
한국 라면을 즐기는 이유는
한국 라면의 맛을 평가하면
-  셰프님,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 한국라면의 면발이 베트남 면발과 다른 
점은 쫄깃함이죠, 베트남면발이 부드러워서 
먹기 편하다면 한국면발은 좀 더
먹는 재미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맛도 맵고 짭짤해서 조금 더 
자극적입니다…우리 레스토랑은 100% 
팔도라면 회사에서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서 
음식의 질을 항상 똑같이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팔도라면 마케팅 팀장 인터뷰/베트남시장 
공략노력/식성의 차이/전략등]

“한국라면을 집에서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스터 **씨는 한국라면 
매니아로 주기적으로 페이스북에
한국라면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10 끓고 있는 라면/파 써는 모습/인서트
    신라면 매니아 페이스북커 인터뷰

#11 빙그레 사만코를 먹고 있는     
 10대여성 ***씨와 ***씨두 명이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모습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며 
 즐거워하는 모습
 
*11월 10일 촬영- 롯데마트 
남사이공 점 근처 –오후 2시
  -모델 여자 2명 (로터스 협조)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여자 
(푸미흥 혹은 롯데마트 근처)

   

#12 롯데리아 매장
     햄버거와 치킨을 즐기는 
사람들
    * 롯데마트 남사이공 점  1층 
롯데리아
    * 13:00-11월 10일

#13   롯데리아 관계자 인터뷰
      - 매장 고객 인터뷰 
      - 매장에 있는 TV 모니터 
촬영 편집 시 TVC 합성

“가끔 매운 라면을 후후 불어가면서 이렇게 
먹고 나면 활력이 솟습니다, 한국 라면의 
매운 맛은 묘한 중독성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와 맵다 했는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제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이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씨와 ***씨는 요즘 한국 아이스크림에 
홀딱 빠졌다는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과자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었는데 
바삭하고 부드러워서 좋아요 이유요 
맛있으니까요! 모양도 예쁘고…근데 가격이 
좀 더 쌌으면 좋겠어요 ㅎㅎ”

“햄버거와 프라이드치킨은 한국의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롯데리아는 이 
음식을 한국적으로 해석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서양의 음식을 한국화하여 
성공한 롯데리아는 
베트남에서도 같은 전략을 쓰며 특히 
베트남 특성에 맞는 런치세트를 개발하는 
등…베트남 고객 입맛에 맞는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매장 고객 인터뷰
롯데리아 매장에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 
본인 입맛에 맞는지 
-  롯데리아에서 즐겨 찾는 메뉴는?

비고

모델 
의상
같은 것

인터뷰 
현장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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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video audio time

챕터1

#14 한국음식을 배우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
    탕롱대학 한식 교실
    (청정원 제품 디스플레이)

* 11월 15일 하노이 탕롱대학에서 
촬영

“단순히 한국음식을 즐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한국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우려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곳은 하노이에 있는 탕롱대학입니다. 
최근에 한식요리 학과가 생겼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한식 조리를 실습하는 학생들 스케치
-인터뷰(왜 ! 한국요리를 배우는지 
-인터뷰(한국음식과 베트남 음식의 차이점은

리포터 멘트 (강의실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 처럼 베트남에 한국식품 
열풍이 곳곳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트남도 오래 전 부터 내려온 음식문화를 
지키는 일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한국의 한 쌀 국수 
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릿지

#1. 한국의 베트남 음식점 간판 몽타쥬

#2. 한국의 베트남 음식 요리장면

#3. 한국의 전통 쌀국수집으로      
    들어가며 멘트
* 11월 27일 점심시간 촬영( 섭외 
중 왕십리 팜티진 식당)

“사실 한국의 유명 쌀국수집은 거의 
프랜차이즈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며 맛도 
베트남의 전통 쌀국수에 한국식 해석이 
섞여 있는 맛입니다. 가격이 꽤 높은 
편임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곳에도 베트남 전통을 지키며, 
베트남의 맛만으로 한국의 입맛을 사로잡은 
가게가 있습니다”

챕터2

#1. 전통 베트남쌀국수집(베트남인이 직접 운영)
    EX : 포니허
    한국인 고객들 리액션 인터뷰

#2 전통 베트남 쌀국수집 사장 인터뷰

#3 쌀국수 집을 배경으로 리포터 멘트

#4 퍼짜쭈엔, 퍼틴 등 베트남 유명식당   
    인서트
   외국인들이 베트남 음식을 즐기는 장면
   오바마 분짜 인서트

- 이 곳은 달라요 육수의 맛이 깊고 훨씬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수를 못 먹었는데 
먹다 보니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쌀국수 먹고 나면 다른 곳의 
쌀국수는 못 먹겠어요.

“쌀국수를 베트남 전통식으로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깊이 생각하고 한 건 아니구요, 제가 
잘하는 음식을 정직하게 한국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 입맛에 맛있으면 
당연히 세계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맛있을거라는 자부심도 있었구요…좋은 
음식은 나라나 인종을 초월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육수도 전통방식으로 
시간을 들여 정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맛만 있다면 새로운 맛에도 
전통의 맛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맛이죠. 건강하고 맛있다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충분히 사랑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베트남의 전통식당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이유, 전 세계인들이 
베트남 음식에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결국은 베트남 음식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맛 
매력이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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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video audio time

챕터2

#14 한국의 마트에서 베트남 음식을  
    찾아보는 리포터
    베트남 음식제품을 들고 리포터 멘트

*11월27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 점 등에 
베트남 식품, 커피나 쌀국수 재료 등을 
팔고 있는지 체크하고 촬영 할 것

#15 롯데마트 K-FOORAND ZONE
    시식행사 스케치 (정식품)
    한베음식문화축제 관련         
    신문기사 및 자료 인서트

 * 11월 10일 오후 4시 롯데마트 
남사이공 점 앞(야외) 

 -시식행사 즐기는 베트남사람들
 -시식행사에 참여해서 시식을 한    
  느낌은 (인터뷰)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등 소비자 인터뷰

#16 식품산업협회 관계자 인터뷰 
*11월 27일 오후 3시 경 식품산업회 
사무실에서 관계자 인터뷰…
  K-FOORAND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서트
  TVC 방영장면 인서트
  K-FOORAND ZONE 인서트

“아쉬운 점은 한국의 (매장이나) 마트에서 
베트남 식품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품을 알리는 노력에서 보면 사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식품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걸까요 베트남 음식이 
한국에 알려진 것은 많은 한국관광객이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음식과 식품을 소개 
했고 한국에 베트남 사람들이많이 
거주하면서 부터 입니다. 또한 한국음식과 
식품은 베트남에 그 동안 많은 
한국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소개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한국식당이 생기면서 부터 
한국식품 회사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베트남 진출한 
많은 한국 식품회사들이 베트남 소비자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곳은 롯데마트에서 현재 K-foorand 
행사가 열리는K-foorand 존입니다. 한국의 
식품회사들과 정부는 한국식품들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베 음식문화 축제 및 다양한 시식행사 및 
프로모션을 비롯해 2017년 진행된 
K-FOORAND 행사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K-FOORAND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사람들께 한국식품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KOREA와 FOOD, FRIEND을 
조합하여 만든 단어로 한국음식은 여러분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검증된  
8개 식품 회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 베트남 분들이 좀 더 편하고 손쉽게 
한국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K-FOORAND 존을 통해 손쉽게 한국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페이스 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베트남의 유명 셀럽들의 
생생한 경험담 등을 통해 한국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해 연말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수한 글을 올린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각종 상품을 주는 
어워즈 및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 AT 베트남 지사사무실(경남타워 12층)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정기 지사장  
    인터뷰
(지사장과 인터뷰 내용 합의 후 대담 형식으로 진행)

* 11월 14일 AT 하노이 지사 
사무실에서(14:00)

#18 대상 베트남 법인장 인터뷰
 (법인장과 인터뷰 내용 합의 후 대담 형식으로 진행)

* 11월18일 호치민시 대상 
사무실에서

-한국식품을 알리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베트남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조심해서 접근 할 것
-한국식품을 알리기 위해 향 후 더 노력해야 할 점은?
-한국식품의 장점은

-한국의 메이저 식품회사로서 베트남에 진출한
 이유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어려운 점은?
-향 후 활동계획과 전망은?

-K-FOORAND의 반응은?
-베트남 소비자의 특징은?

모델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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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FOORAND ZONE
  윤병수부장 인터뷰 (11월 10일 오후 3시)

-롯데마트 Kfoorand 스케치 및
 소비자 인터뷰
-평상시 한국식품을 자주 구매하는 가? 와
 한국식품을 구매하면서 아쉬운점은? 
     
-오늘 어떤 제품을 구입을 했는지? 와   
 한국 식품을 왜 구매를 하는지? 
    

#20 리포터 멘트

[엄선된 품질의 한국식품을 보다 편하게 
베트남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식품회사와 관련하여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롯데마트에 
오시면 최고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하나의 목표로 함께 힘을 
합쳐서 끌고 나가는 힘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이런 노력이 시사하는 점은 분명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베트남도 
다른나라에 우리의 식품과 음식을 알리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챕터2

#21 K-FOORAND 존의 소비자 
리액션
     자막으로 한국식품을 선택한 
이유는
      (소비자 대답으로만 몽타쥬 
구성)

#22 정식품 베지밀 소비자 

#23 대두 양갱

#24 삼육식품 아몬드 호두

#25 대상 청정미역

#26 리포트 롯데마트를 배경으로 
멘트

* 11월 18일 촬영- 오후

[내 아내가 임신 중인데 이 제품이 
모유수유에 아주 좋다고 해서요.
같은 회사 여직원의 추천으로 사려고 
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좋아하세요. 한국 분이 
선물로 주셨는데 드시고는 계속 
찾으셔서요]

[아침에 식사대용으로 좋고, 운동할 때 특히 
좋은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것들만 
들어있어서요]

[한국 드라마에서 미역국이라는 걸 봤는데 
맛있어 보여서요. 한번 요리해서 먹어볼까 
고민중이에요]

“한국식품의 또 다른 특징은 소비자 타겟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임신부라던지 건강을 위한 음료라던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점이죠. 
단순히 개인의 기호를 넘어서 식품의 
효능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굼증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의 한국식품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들의 노력만큼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볼까요?



- 80 -

구성 video audio time

챕터3

#1 거리에 설치된 설문판
   (인터발 촬영) 
   (사람들이 스티커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

* 11월 18일 촬영 (호치민시 
중심가에서-오후에)

#2 설문결과를 보며 리포터 멘트

#3 베트남의 유명 외국 식당 인서트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베트남인들의 모습

-설문 1 : 다음 중 가장 좋아하는 나라의 음식은? 
1)한국 2)일본 3)이탈리아 4)미국 5)프랑스 6)인도
           
-설문 2 : 한국음식의 맛을 표현해 주세요   
      1)맛있다 2)맵다 3)싱겁다 4)맛없다

-설문 3 : 한국식품을 구매할 생각이 있나?
         1)있다 2)없다

-설문 4 : 한국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1)맛있어서 2)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3) 믿을 수 있어서 4) 기타

“한국식품 회사들의 노력에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군요.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웃음)”

#4 한국 레스토랑에서 리포터 멘트

* 11월 25일 한식당 중식시간에

#5 베트남 유명대학 식품학과       
   연구실 식품학과 교수 인터뷰
   (협의 후 대담 진행)
* 11월 15일 하노이 탕롱대학에서

#6 K-FOORAND 어워즈 장면(호치민)
   수상자들의 밝은 모습 &         
   환호하고 박수치는 모습 세미나  
   현장 스케치 

“ 우리는 한국식품회사들과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음식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베트남도 
음식과 식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좀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어느 곳에서 원하는 
나라의 식품재료 직접 구매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쉽게 접 할 수 없었던 수 많은 음식의 
재료와 새로운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쌀 국수와 
베트남에서의 김치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음식문화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제 우리 베트남도 훌륭한 음식과 식품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식품을 알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식품과 음식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후각, 시각 ,미각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미각을 즐기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OUTRO

#1 롯데마트 매장
  -다양하게 진열 되어 있는 베트남 식품들
  -베트남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롯데마트 음식코너에서 베트남 
   음식을 먹는 사람들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많은 
사람들 스케치

* 11월 18일 롯데마트 남사이공 점

#4  리포터가 화면 정면을 보면서 멘트
    END

“ 좋은 음식과 식품은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줍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은 과연 어떤 식 재료로 
만든 음식이 식탁에 올려 질까요 ? 그건 
여러분의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은 한국음식 어떠세요
*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임



구분 소속 업체명 주요품목 참가자 비고

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가공식품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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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쌀가공식품협회 쌀가공식품 이종규 상무

1 중견 ㈜농심 스낵, 라면류 등 이용한 팀장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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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참가기업 출장

1. 동남아 수출기업사절단 운영

개요

❍ 사절단명 : 2017 동남아 농식품 수출 기업 사절단

❍ 일자/국가 : ‘17. 4. 25(화) ~ 29(토)/3박5일, 베트남·태국

❍ 주요행사

- K-FOORAND ZONE 개장식(호치민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 MOU체결 :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산업협회-롯데마트

- 베트남, 태국 현지 대형 유통업체 시장조사

- 수출상담회(2회) : 베트남(바이어 참가 91개사), 태국(바이어 참가 44개사)

❍ 농식품 수출기업사절단 파견규모 : 2개 협회, 수출기업 25개사

- 협회( 2) : 한국식품산업협회,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가공(19) : 농심, ㈜대상, 진주햄 등 중견기업(11), 코메가 등 6차·중소기업(8)

- 신선( 6) : 리마글로벌(신선종합), 농협무역(종합), 탑푸르트(딸기), 녹차, 신선육



2 중견 ㈜대두식품 양갱, 빙수젤리 등 조성용 대표

3 중견 대상주식회사 장류, 김치, 소스류 정동협 팀장

4 중견 빙그레 아이스크림, 유제품 이면우 차장

5 중견 삼육식품 두유 김기완 부장

6 중견 ㈜정식품 두유 이재민 대리

7 중견 ㈜팔도 면류, 음료류 황보민 지점장 베트남

8 중견 칠갑농산 떡볶기, 소스류 이영주 대표

9 중견 롯데리아 햄버거식재료 주경호 대리

10 중견 롯데마트 롯데 PB상품 김동화 과장 베트남

11 중견 ㈜진주햄 어육소시지 최정목 차장

12 6차 예당식품 사과·배주스 김동복 대표

13 6차 풀로윈(주) 즉석죽, 즉석밥 양승기 대표

14 6차 금산흑삼주식회사 흑삼 고태훈 대표

15 6차 ㈜코메가 들기름 등 정훈백 대표

16 가공 태영식품 소스류 전찬식 전무

17 가공 ㈜밀원 본가안흥찐빵 박중신 대표

18 가공 경기인삼공사 인삼류, 기타가공 허승민 본부장

19 가공 CNK 음료류 최성항 대표 베트남

20 신선 ㈜리마글로벌 신선종합 이나미 상무

21 신선 ㈜농협무역 신선종합 권혁신 소장

22 신선 동서농산(주) 배, 단감 한정우 차장

23 신선 탑푸르트주식회사 딸기 전제표 대표

24 신선 비젼코리아 녹차 김창균 대표

25 신선 태우그린푸드 신선육 조규용 상무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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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

일자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4/25
(화)

18:20~21:35 ◦ 출국 (인천 → 베트남 호치민) <5시간15분> KE0683

22:30~ ◦ 호텔 체크인 Sofitel Saigon
Plaza

4/26
(수)

09:00~11:30 ◦ 호치민식품박람회(Food & Hotel Vietnam 2017)참관
  * 한국관 참가규모 : 42개사

쉐라톤호텔
aT담당자에게
B2B 샘플전달

11:30~13:30 ◦ 농식품 수출기업사절단 초청 간담회
* 참석 : 농식품부장관, 식품산업협회장, 수출기업 25개사 등

쉐라톤호텔
2층 사이공룸

14:00~18:00 ◦ 수출상담회 B2B
  * 참가규모 : 71개사(업체 22, 바이어 49)

쉐라톤호텔
3층 볼룸3

16:00~17:00
◦ 베트남 롯데마트 <K-Foorand> 개장식
  * 참석 : 농식품부장관, 식품산업협회장 등 관계자
  * 개막식, 테이프컷팅, MOU체결(롯데마트-협회-농식품부), 호치민TV인터뷰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18:00~20:00
◦ 베트남 우수 바이어 및 참가업체 초청 만찬
  * 참석 : 125명(업체 65개사, 바이어 40, 행정 20)
  * 우수바이어 감사패 수여 및 업체 건의사항 청취

쉐라톤호텔
3층볼룸2,3

4/27
(목)

09:00~14:30
◦ 베트남 지역 시장조사

- GIANT Mart, Co.op Xtra,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Cho Ben Thanh

14:30~16:30 ◦ 이동 및 출국 수속

16:55~18:30 ◦ 이동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1시간45분> VN603

20:00~21:30 ◦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확대 간담회 The Conrad Hotel

4/28
(금)

~
4/29
(토)

09:00~14:00
◦ 태국 지역 현지 유통매장 시장조사

- Big C, Central Embassy 등

14:00~18:00 ◦ 수출상담회 B2B
  * 참가규모 : 52개사(업체 22, 바이어 30)

The Conrad Hotel
4층 Ballroom 1,2

18:00~18:30
◦ Central Group Central Food Retail(CFR)

임원진 면담
  * MOU체결관련 협의, 수출확대방안 논의 등

The Conrad Hotel
2층 Singapore 룸

18:30~20:00
◦ 태국 우수 바이어 초청 만찬
  * 참석 : 72명(업체 22개사, 바이어 30, 행정 20)
  * MOU체결 : aT ↔ Top’s Supermarket

  * 우수바이어 감사패 수여 및 업체 건의사항 청취

The Conrad Hotel
4층 Ballroom 2&3

00:10~07:45 ◦ 귀국 (태국 방콕 → 인천) <5시간35분> KE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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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新남방정책』수출기업사절단 초청 오찬간담회

∘일시/장소 : ‘17. 4. 26(수), 11:30 /쉐라톤 호텔 Ballroom

∘주요 참석자 : 농식품부 장관, 협회 이창환 회장, aT 관계자, 수출

기업사절단 45명 등

∘주요내용

- 베트남 시장 진출 방안 협의

- 비관세장벽 등 수출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

❍ 베트남 현지 대형유통매장 방문 및 시장조사

∘일시/장소 : ‘17. 4. 27(목), 10:00 / 베트남 대형유통매장 및 재래시장 등

∘주요 참석자 : 협회이창환회장, 수출기업사절단 30여명등

∘주요내용

- 현지 시장 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① 자이언트 마트 GIANT Mart

․주소 : TANG B1 Crescent mall 101 ton dat tien Q 7 TPHCM

․특징 : 현지베트남 마트로서, 한국 과일(사과, 곷감, 배 등), 채소,

가공식품, 냉동식품 등 판매

② Co.op Xtra

․주소 : 1058 nguyen van Linh, Tan phong Quan 7 TPHCM

․특징 : 현지베트남에 제일 큰 마트로, 주로 한국 과일 (사과, 배

등), 채소, 가공식품(김, 과자, 미역, 당면, 고추장, 된장,

삼장 등), 냉동제품(만두, 햄, 어목 등) 등 종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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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주소 : lan van Ben, Tân Hưng, District 7, Ho Chi Minh

․특징 : 호치민시 7군에 있는 남사이공점, 2008년 말 롯데마트

베트남 1호점 오픈, 매장 면적 34,000m2로 현지 업체와

차별화 해 영화관, 문화센터 등 문화․편의 시설 강화

④ Cho Ben Thanh (벤탄 재래 시장)

․주소 : 36-34-32-30 Phan Bội Châu, Bến Thành, Quận 1, Hồ Chí Minh

․특징 : 프랑스 식민 정부시절인 1941년 오픈한 호치민 대표적

재래시장, 2000여개 상점 입점, 볼거리 먹거리 등 관광

상품으로 도시의 명물로 발전

❍ 동남아 수출기업사절단 간담회

∘일시/장소 : ‘17. 4. 27(목), 20:00 / 태국 유천

∘주요 참석자 : 농식품부 이정삼 과장, aT 관계자, 수출기업사절단 30여명등

∘주요내용

- 동남아시아 수출 확대 방안 공유

- 수출기업사절단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태국 현지 대형유통매장 방문 및 시장조사

∘일시/장소 : ‘17. 4. 28(금), 10:00 / 태국 대형유통매장 및 재래시장 등

∘주요 참석자 : 협회이창환회장, 수출기업사절단 30여명등

∘주요내용

- 현지 시장 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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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콕 Big C

․주소 : 97/11 Rajdamri Rd. Lumpini, Pathumwan Bangkok 10330

․특징 :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프랑스의 Casino그룹이 보유한

대형 쇼핑몰로 한국 가공식품이 식품군별로 전시 및

판매 되고 있음

② 방콕 센트럴엠버시 쇼핑몰 (Central Embassy)

․주소 : 8 1031 Ploenchit road Lumpini Khet Pathum Wan,

Krung Thep Maha Nakhon 10330

․특징 : 태국 최대의 유통그룹인 센트럴 그룹 소유의 쇼핑몰로

고급스럽게 전시하여 신선 및 가공식품 판매

❍ 동남아 수출사절단 성과확산 간담회

∘일시/장소 : ‘17. 5. 8(월), 11:20 / 세종컨벤션센터 4층

∘주요 참석자 : 농식품부 차관, 식품산업정책실장, 수출진흥과장, aT관계자,

수출기업사절단 27명등

∘주요내용

- 동남아 수출사절단 출장 성과

-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한 동남아 진출 추진방향

- 동남아시아 국가별/품목별 세부 수출 확대 방안

- 수출기업사절단 성과공유(USB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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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사진  

호치민 식품박람회 참관(4. 26)

수출기업사절단 초청 간담회 참석(4. 26)

K-FOORAND ZONE 개장식(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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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 자이언트 마트(4. 27)

시장조사 - Co.op Xtra (4. 27)

시장조사 - 롯데마트 남사이공점(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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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 Cho Ben Thanh (벤탄 재래 시장)(4. 26)

시장조사 - 방콕 Bic C(4. 28)

시장조사 - 센트럴엠버시 쇼핑몰(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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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RAND CF 촬영(9. 26) K-FOORAND CF 호치민 TV 방영(9. 27)

2. K-FOORAND 행사 사전 출장 (1 ~ 2차)

개요

❍ 일자/국가 : (1차) ‘17. 9. 25(월) ~ 29(금)/4박5일, 베트남

(2차) ‘17. 11. 13(월) ~ 17(금)/4박5일, 베트남

❍ 출 장 자 : (1차) 민성식 부장, 여민규 대리

(2차) 민성식 부장, 김기태 팀장

❍ 주요일정

- 현지 롯데마트 협업 업무회의 및 특별존 점검

- 베트남 현지 대형유통업체 간담회 준비

- 참가기업 현지 애로사항 파악 및 대응

- SNS 스타 챌린지, 나도 SNS스타, CF, 포럼 및 어워드 준비사항 확인

- KOTRA 호치민 무역관 간담회 준비

주요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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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호치민 무역관 담당자 

업무협의(11. 14)
K-MART 업무협의(11. 14)

현지 롯데마트 협업 업무회의(11. 15) 롯데마트 특별존 인테리어업체 미팅(11. 15)

현지 롯데마트 K-FOORAND ZONE 및 시식행사 점검(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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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 MART 업무협의(11. 16) 다큐멘터리 제작업체 업무협의(11. 16)

롯데시네마 CF 방영 확인(11. 16)

SNS스타 챌린지, 나도 SNS스타 담당업체 업무협의(11. 16)



- 93 -

No 참가사 직책 참가자명 비 고

1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이창환
2 부회장 이광호
3 전무이사 고학수
4 부서장 민성식 12. 1 ~ 12. 8
5 팀장 김기태
6 대리 여민규 12. 1 ~ 12. 8
-

농심
팀장 이용한 농심내부사정으로불참

(12. 1 부서이동으로
담당자미배정)- 과장 박성호

7
대두식품

본부장 김삼기
8 대리 이종규
9

대상
팀장 정동협

10 매니저 채정화

3. K-FOORAND 본 행사 출장 

개요

 ❍ 명칭 : K-FOORAND 2017 in Vietnam
 ❍ 일정 : 2017년 12월 4일(월) ~ 8일(금), 4박 5일간 
 ❍ 국가 : 베트남
 ❍ 주요행사

- KOTRA 호치민 무역관 간담회
- 베트남 현지 대형 유통업체 시장조사
- 베트남 현지 대형 유통업체 간담회
- K-FOORAND DAY
- K-FOORAND ZONE 시찰
- 한․베 식품산업 발전방안 포럼
- K-FOORAND 품평회
- K-FOORAND AWARDS

참가자 리스트(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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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롯데리아

상무 허재필

12 과장 김혁용

13
빙그레

차장 이면우
14 팀장 서재흥
15

삼육식품
이사 심길섭

16 부장 최영규
17

정식품
부장 임차열

18 담당 정다희
19

팔도
팀장 조홍철

20 대리 조용하
21 롯데마트 대리 나채영
22 주한 베트남 대사관 무역담당관 오광휘
23 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 교수 임정빈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최지현
25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과장 김민욱

12. 5 ~ 826 사무관 정수연
27 차장(aT파견) 오신영
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한상배

12. 6 ~ 8
29 주무관 정인권
30

aT
실장 김형목 하노이 12. 4 ~ 6

호치민 12. 6 ~ 831 대리 윤진형
32 (주)동서 부사장 김진수 자비로 참가
33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강동근 자비로 참가

출장관련

❍ 일정 : ‘17 12. 4(월) ~ 8(금), 4박 5일

❍ 항공 (출/입국) : 아시아나항공 (OZ) *출국 중심

날짜 항공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각 도착시각
12/04(월) OZ 735 인천 호치민 19:15 22:40

12/08(금) OZ 732 호치민 인천 12:10 19:20

❍ 호 텔 : 롯데 레전드 호텔 사이공 ★★★★★

- 일자 : 12. 4 ~ 8(4박)

* 2A-4A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Vietnam

Lotte Legend Hotel Saigon / TEL. +49 228 72690 * 공항↔호텔 : 25분(7.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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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2/4
(월)

19:15~22:40 ◦ 출국 (인천 → 베트남 호치민) <5시간30분> OZ735

23:00~ ◦ 호텔 체크인 롯데 레전드
호텔 사이공

12/5
(화)

10:00~12:00
◦ 베트남 현지 시장조사
 - Big C Pandora Trường Chinh
* 참석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참가기업 담당자, 한국 연사 등 

12:30~15:00
◦ KOTRA 호치민 무역관 간담회

* 참석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참가기업 담당자, 한국 연사, 
호치민 무역관 부관장 등  

KOTRA 7층
수출인큐베이터

회의실

15:00~18:00
◦ 베트남 현지 시장조사
- Emart Go Vap
* 참석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참가기업 담당자, 한국 연사 등 

18:00~20:00 ◦ K-FOORAND 참가기업 간담회
 * 참석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참가기업 담당자, 한국 연사 등 

관응온
(현지식)

12/6
(수)

11:00~13:00
11:00~13:00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11:00~13:00)
 * 참석 :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 참가기업 담당자, 한국 연사, 
농식품부 과장, 주 호치민 총영사관(박노완 총영사) 등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 베트남 현지 시장조사
- Co.opmart Nhiêu Lộc*참석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참가기업 담당자 등

15:00~17:00
◦ 현지 대형 유통업체 간담회
 * 참석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참가기업 담당자, 한국 연사, 
농식품부 과장, 베트남 현지 대형유통업체 관계자 등

Liberty Hotel
Saigon South

회의실

17:00~18:00
◦ 롯데마트 특별존 시찰
 * 참석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참가기업 담당자, 한국 연사, 

농식품부 과장  등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18:00~19:00
◦ K-FOORAND DAY 행사
 * 참석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참가기업 담당자, 한국 연사, 

농식품부 과장 등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행사장

19:00~20:30
◦ K-FOORAND 참가기업 만찬
 * 참석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참가기업 담당자, 한국 연사, 
농식품부 과장, 식약처 과장 등

아리랑

12/7
(목)

10:00~16:00
◦한·베 식품산업 발전방안 포럼
 * 참석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참가기업 담당자 등 관계자
 * 총 100여명 참석

젬센터 5층

16:00~16:30 ◦ 참석자 티타임
 * 참석 : K-FOORAND 관련 출장자 및 한․베 연사 30여명 등

젬센터 5층
13:00~13:30
16:00~16:30

◦ K-FOORAND 품평회
 * 참석 : 포럼 및 시상식 관련 참석자 등 200여명

16:30~19:00
◦ K-FOORAND AWARDS
 * 참석 : 시상식 관련 참석자 등 200여명
 * 우수샐럽 시상 및 우수업체 감사패 수여

젬센터 5층

12/8
(금) 12:05~19:25 ◦ 귀국 (베트남 호치민 → 인천) <5시간20분> OZ732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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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베트남현지 시장조사(현지대형유통업체 방문)
 ❍ 일정/장소 : 2017년 12월 5일(화)
     10:00~12:00, 현지대형유통업체(빅씨마트)
     15:00~18:00, 현지대형유통업체(이마트)
 ❍ 주요참석자 : 23명
  (협    회) 이창환 회장, 이광호 부회장, 고학수 전무이사 등 6명
  (참가기업) 대두식품, 대상, 롯데리아,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롯데마트 담당자 15여명
  (참 가 자) 임정빈 교수, 최지현 박사
 ❍ 주요내용

- 현지 시장 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 방문점 

① Big C Pandora Trường Chinh
- 주소 : 1/1 Trường Chinh, Tây Thạnh, Tân Phú, Hồ Chí Min
- 특징 :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프랑스의 Casino그룹이 보유한 

대형 쇼핑몰로 한국 가공식품이 식품군별로 전시 및 판매 되고 
일부 상품의 프로모션이 자주 이루어져 베트남 현지인이 자주 
이용하는 마트임

② Emart Go Vap
- 주소 : 366 Phan Văn Trị, Phường 5, Gò Vấp, Hồ Chí Minh
- 특징 : 동남아시아 지역에 낸 이마트 첫 번째 점포로 1만578㎡

(3200평) 규모에 달함. 현지에서 인기가 좋은 한국 브랜드를 
전면에 배치해놓았으며 이마트가 직접 공급하는 해외 우수상품과 
함께 데이즈·노브랜드 등 자체 기획상품을 모은 별도 매장이 
구성되어 있음. 델리 코너에서는 베트남 전통음식뿐 아니라 
김밥과 통닭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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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호치민 무역관 』간담회
 ❍ 일정 : 2017년 12월 5일(화) 12:30~15:00
 ❍ 장소 : KOTRA 7층 수출인큐베이터 회의실
 ❍ 주요참석자 : 26명
  (협    회) 이창환 회장, 이광호 부회장, 고학수 전무이사 등 6명
  (참가기업) 대두식품, 대상, 롯데리아,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롯데마트 담당자 15여명
  (참 가 자) 임정빈 교수, 최지현 박사
  (KOTRA 호치민무역관) 홍성우 부관장, 신지훈 과장, 김혜리 과장
   * 홍성우 부관장(이화여대, 美 UC 버클리大 MBA, 뉴욕무역관/프로젝트총괄팀)
   * 호치민 무역관 윤주영 관장은 행사기간 중 한국 출장으로 부재
 ❍ 주요내용

- KOTRA호치민 무역관 홍성우 부관장의 베트남 현지 경제 현황 
및 동향관련 발표 및 참가기업 Q&A

- 한·베 식품산업 동향 파악 및 상호 협력방안 모색
- 현재 베트남 내 산업 및 시장 트렌드에 관한 논의

 ❍ 성과
- 베트남 시장 분석을 통해 참가기업에 베트남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과제, 시장 트렌드 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식품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개요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홍성우 부관장의 
발표와 더불어 Q&A를 통해 현지에서의 한국식품에 대한 인식과 
현지 식품 트렌드와 걸맞는지 등 한‧베 식품산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K-FOORAND 참가기업 간담회
 ❍ 일정 : 2017년 12월 5일(화) 18:00~20:00
 ❍ 장소 : 관응온(현지식)
 ❍ 주요 참석자 : 23명
  (협    회) 이창환 회장, 이광호 부회장, 고학수 전무이사 등 6명 
  (참가기업) 대두식품, 대상, 롯데리아,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롯데마트 담당자 15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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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가 자) 임정빈 교수, 최지현 박사
❍ 주요내용

- K-FOORAND 행사 참여기업 교류 협력 및 애로 및 건의사항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 일정 : 2017년 12월 6일(수) 11:00~13:00
 ❍ 장소 : 베트남호치민 총영사관
 ❍ 주요 참석자 : 14명
  (협    회) 고학수 전무이사, 민성식 부장
  (참가기업) 동서 김진수 부사장, 롯데리아 허재필 상무, 김혁용 팀장 
  (참 가 자)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박사
  (김․장법률사무소) 강동근 변호사, 안우진 변호사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김민욱 과장, 정수연 사무관, 오신영 차장(aT파견) 
  (총영사관) 박노완 총영사, 윤병원 영사

  ❍ 주요내용
- 한․베 양국의 식품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 
- 현지 시장 상황 및 베트남 진출 기업현황 청취

 베트남현지 시장조사(현지대형유통업체 방문)
 ❍ 일정 : 2017년 12월 6일(수) 11:00~13:00
 ❍ 장소 : 현지대형유통업체(꼽마트)
 ❍ 주요참석자 : 19명
  (협    회) 이창환 회장, 이광호 부회장 등 4명
  (참가기업) 대두식품, 대상,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롯데마트 담당자 

13여명
  (참 가 자) 임정빈 교수, 최지현 박사
  ※ 총영사관 방문 인원 제한으로 2개의 파트로 나누어 운영

 ❍ 주요내용
- 현지 시장 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 방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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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o.opmart Nhiêu Lộc
- 주소 : Tầng trệt cao ốc SCREC, Số 974A TP, Trường Sa, 

phường 12, Hồ Chí Minh
- 특징 : 방문한 다른 현지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규모가 작아 많은 

한국 제품이 있는 편은 아님. 그러나 규모가 큰 Co.opmart 
Xtra지점에서는 주로 한국 과일(사과, 배 등), 채소, 가공식품
(김, 과자, 미역, 당면, 고추장, 된장, 삼장 등), 냉동제품(만두, 
햄, 어목 등) 등 종합 판매하는 점을 보아 추후 한국식품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현지대형유통업체 간담회

 ❍ 일정 : 2017년 12월 6일(수) 15:00~17:00
 ❍ 장소 : Liberty Hotel Saigon South 회의실(1층)
 ❍ 주요 참석자 : 29명
  (협    회) 이창환 회장, 이광호 부회장, 고학수 전무이사 등 6명
  (참가기업) 대두식품, 대상, 롯데리아,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롯데

마트 담당자 15여명
  (참 가 자) 임정빈 교수, 최지현 박사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김민욱 과장, 정수연 사무관, 오신영 차장(aT파견) 
  (롯데마트) 윤병수 부장
  (k-market) 이상윤 대표
  (VIDIC) 노기호 대표
  (빈 마 트) TRAN PHAM PHUC NGUYEN 이사 
 ❍ 주요내용

- 베트남현지로컬마트(빈마트, k-market)에 K-FOORAND ZONE 입점협의

      (호치민 우선 ⇨ 타지역 확대 계획)

- 현지롯데마트윤병수부장의베트남현지유통관련발표및참가기업Q&A

- K-food road map 제안(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추어 차년도는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K-FOOD ROAD 개척 프로젝트를 실시

하여 K-FOOD 세계화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출유망 동남아지역

대상으로 시장개척 활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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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및 유통 주최의 일원화를 위한 센터 설립 및 위탁운영

․ 수입통관 및 유통과정의 최소화로 인한 수출지연 애로사항 해결

․ 상품수출 관련 인증업무(라이센스 취득 등) 및 자체 판매 운영
 ❍ 성과

- 베트남 현지 롯데마트 내 K-FOORAND ZONE 구성을 위해 
함께협력한 윤병수 부장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K-FOORAND의 
실질적인 애로사항들과 추후 진행 방향을 들을 수 있어 차년도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한국 참가기업들과 베트남 현지 대형유통업체들에 더욱더 관
심을 쏟아주기를 바라는 점들을 통해 간담회에 참여한 베트남 
현지 대형 로컬마트 관계자와 한국 참가기업들 간의 좋은 교
류가 이루어졌음

 롯데마트 특별존 시찰
 ❍ 일정 : 2017년 12월 6일(수) 17:00~18:00
 ❍ 장소 :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 469 Nguyen Huu Tho Street, Tan Hung, District 7, Ho 
Chi Minh City (84-8-3771-8989)

 ❍ 주요 참석자 : 27명
  (협    회) 이창환 회장, 이광호 부회장, 고학수 전무이사 등 6명
  (참가기업) 대두식품, 대상, 롯데리아,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롯데

마트 담당자 15여명
  (참 가 자) 임정빈 교수, 최지현 박사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김민욱 과장, 정수연 사무관, 오신영 차장(aT파견) 
  (롯데마트) 윤병수 부장
 ❍ 주요내용 

- 롯데마트 남사이공점에 설치되어있는 K-FOORAND ZONE 현장 
실사 및 판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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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OORAND DAY 행사
 ❍ 일정 : 2017년 12월 6일(수) 18:00~19:00
 ❍ 장소 : 베트남 롯데마트 남사이공
 ❍ 주요 참석자 : 28명
  (협    회) 이창환 회장, 이광호 부회장, 고학수 전무이사 등 6명
  (참가기업) 대두식품, 대상, 롯데리아,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롯데

마트 담당자 15여명
  (참 가 자) 임정빈 교수, 최지현 박사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김민욱 과장, 정수연 사무관, 오신영 차장(aT파견) 
  (롯데마트) 현지 강민호 법인장, 윤병수 부장
 ❍ 주요내용

- K-FOORAND DAY 행사 참여
     ※ K-FOORAND DAY : K-FOORAND 식품의 우수성과 브랜드 정통성을 

알리기 위한 베트남 현지 소비자 대상 오프라인 홍보이벤트(참가기업 
8개사 제품 시식 및 K-POP 커버댄스 공연)

 K-FOORAND 참가기업 만찬
 ❍ 일정 : 2017년 12월 6일(수) 19:00~20:30
 ❍ 장소 : 아리랑(한식)
 ❍ 주요 참석자 : 30명
  (협    회) 이창환 회장, 이광호 부회장, 고학수 전무이사 등 6명
  (참가기업) 대두식품, 대상, 롯데리아, 빙그레, 삼육식품, 정식품, 팔도, 롯데

마트 담당자 15여명
  (참 가 자) 임정빈 교수, 최지현 박사
  (롯데마트) 현지 강민호 법인장, 윤병수 부장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김민욱 과장, 정수연 사무관, 오신영 차장(aT파견) 
  (식 약 처) 식품안전정책과 한상배 과장, 정인권 주무관
 ❍ 주요내용

- K-FOORAND 행사 관련 정부관계자 교류 협력
- 식품수출 애로사항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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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시장조사 - Big C 마트 (12.5)

KOTRA 호치민 무역관 간담회(12.5)

 한·베 식품산업 발전방안 포럼(56페이지 참고)
 ❍ 일정 : 2017년 12월 7일(목) 10:00~16:00
 ❍ 장소 : 젬센터 5층

 K-FOORAND 품평회(71페이지 참고)
 ❍ 일정 : 2017년 12월 7일(목) 13:00~13:30 / 16:00~16:30
 ❍ 장소 : 젬센터 5층

 K-FOORAND AWARDS(81페이지 참고)
 ❍ 일정 : 2017년 12월 7일(목) 16:30~19:00
 ❍ 장소 : 젬센터 5층

<주요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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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시장조사 - E 마트 (12.5)

호치민 총영사관 방문(12.6)

베트남 현지 시장조사 - Co.op 마트 (12.6)

현지대형유통업체 간담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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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특별존 시찰(12.6)

K-FOORAND DAY 참석(12.6)

한‧베 식품산업 발전방안 포럼 참석(VIP룸)(12.7)

한‧베 식품산업 발전방안 포럼 참석(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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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RAND 품평회 참석(12.7)

K-FOORAND AWARDS 참석(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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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RAND 모바일 사이트 설문문항
K-FOORAND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인정한 한국의 8개 기업의 제품을 소개합니다.

1. 당신의 성별은?① 남성② 여성
2. 당신의 나이는? ① 10대② 20대③ 30대④ 40대⑤ 50대 이상 
3. 한국 식품에 대한 당신의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없다
⑤ 전혀없다 

4. 한국 식품을 구입해서 먹어 본 적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5회 
③ 6~10회
④ 10~ 20회 
⑤ 매우 자주 

Ⅹ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 구성
 ❍ K-FOORAND의 행사만족도 및 향후 ‘18년 K-FOORAND 사업의 

보완사항 등 시사점 확보를 위한「K-FOORAND SNS 스타

챌린지 및 나도 SNS 스타 참여자 및 소비자」의 행사진행 관련

설문조사

 ❍ K-FOORAND가 베트남 소비자에게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조사로 차후년도 사업을 대비한 미비점

및 선호도 등을 중심으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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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식품은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① 롯데마트② 이마트③ 꿉마트④ 애온몰 ⑤ 한국슈퍼 ⑥ 각종 편의점 
6. 한국 식품은 어떤 종류를 주로 드십니까? ① 음료,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류② 과자나 간식류③ 라면류 ④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소스류⑤ 기타

7. K-FOORAND 홍보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습니까?① 롯데마트 판촉행사② 포스터 홍보③ 포털사이트 배너광고④ 영상광고⑤ 기타 8. K-FOORAND 행사를 통해 한국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습니까?① 구매 의사가 생겼다② 이미지가 좋아졌다③ 한국식품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④ 변화없다 ⑤ 기타 
9. 이후, 한국식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10. 베트남에서 접하는 한국식품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예. 베트남에서 판매되기를 원하는 식품 종류 등)

 조사 결과 
  ❍ 응답자 정보
  - 전체 응답자 528명 
  - 남성 47명, 여성481명
  - 10대 139명, 20대 352명, 30대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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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도
-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한국 

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
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는 미비
할 것으로 조사

 

❍ 한국식품 구매도
- 1%를 제외한 응답자가 한국식품을 

먹어본 경험을 갖고 있으며 42%가
량이 매우 자주 먹고 있다고 응답

- 한국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선호
도 확인

❍ 한국식품 구입장소
- 응답자의 37.5%가 베트남 현지 대

형 유통업체에서 한국식품을 구매하
고 있었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 
마트가 가장 높은 수치(33.3%)

- 또한 10%이상이 한국슈퍼를 통해 
한국 식품 구매

❍ 한국식품 선호도
- 응답자에게 월등히 높은 수치로 선호

도가 가장 높은 한국 식품은 라면류 
-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간식류도 15%가량 기록

❍ K-FOORAND 홍보 접한 곳
- 이번 K-FOORAND 홍보는 응답자

에게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한 
유입이 42%로 가장 높았고 롯데마
트 판촉 행사를 통한 홍보 효과가 
그 뒤를 이음

- 그에 비해 영상광고는 미비한 것으
로 조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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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OORAND 행사를 통한 
한국식품의 이미지 변화

- K-FOORAND 행사는 응답자 90%이
상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
고 25%의 응답자에게는 이번 행사가 
한국식품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짐

❍ 한국식품 향후 구매도
- 응답자에게 직접적인 구매의사를 묻

는 문항에 94%가 구매의사를 밝혔
고 K-FOORAND가 베트남 현지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음을 예측 가능 

 <주관식. 한국식품에 대한 주요 의견>
 - 다양한 라면 종류가 판매되면 좋겠다. 
 - 한국의 음식을 조리하기도 좋아한다. 김치를 만들고 싶다. 그에 
    따른 식자재도 구입하고 싶다.  
 -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더 다양한 종류를 맛보고 싶다. 
 - 한국의 해초류나 멸치와 같은 것도 맛있다
 - 대부분의 한국음식은 베트남의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서 만나기
    어렵다.(특히 남쪽 지방)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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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홍보 및 보도자료

Ⅰ  CF 홍보 및 상영

1. CF 제작개요

 촬영일시 
  - 2017년 9월27일(수) 23:00~9월28일(목) 07:00

 촬영장소
  - 롯데마트 남사이공점 (1F~2F)

 촬영스텝
  - 출연 연기자 15명/행사Staff 13명/관계자 10여명

 사전CO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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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제작현장

  CF제작현장

   ❍ 참가 8개사의 제품 특성과 K-FOORAND 행사내용을 홍보하는 
전체 30초 CF제작

   ❍ 띠꽈(“좋아요”)를 외치며 페이스북 등 SNS 참여유도 및 참가자
들에게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는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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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CD모니터 상영

 상영일시 : 2017년 10월21일(토) ~ 11월11일(토) 
              3주간 매일 06:00~22:00 /인터벌타임 5~6분/1일 120회
  상영장소 : 호치민 26개 빌딩+하노이 19개 빌딩(총45개 빌딩)/  

             주거용, 사무용 대형 오피스텔

  상영매체 : 18인치 LCD모니터 총 86EA 상영/ 직접노출예상 수(216,720
회)
  상영모습 *상영모습 별첨

3. 롯데시네마 상영

  상영일시 : 2017년 11월13일(월) ~1 1월27일(월) 2주간 매일
5~6회 /  인터벌타임 3시간 내외

  상영장소 : 호치민 3개상영관(Saigon south/Cong Hoa/Diamond)
              하노이 3개 상영관(Landmark/Ha Dong/Thang Long)
  상영모습 *상영모습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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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D모니터 및 롯데씨네마 상영장소

 -호치민 : 위치

-호치민 : LCD상영 장소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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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 위치

-하노이 : LCD상영 장소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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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호치민 : 롯데시네마

- 직접노출인원 : 14일(상영일수) x 9,166명(6개 극장 1일 평균 관람객 수)= 128,324명
※상기 추정인원은 상영작의 흥행과 주말관객 수에 따라 +@ 가능

4. CF 상영 결과

매체 구분 상영 기간 노출 매체 1일 상영 횟수 노출 빈도 예상 시청 수 비고

LCD 
모니터 
광고

21일
총45개 
빌딩
86EA    
모니터

120회 216,702 1,083,510 회당 평균   
 5인기준

롯데 
씨네마 
광고

14일 6개     
상영관 6회 9,166 769,944

6개 극장    
 1일평균    

 관람객 수
합 1,853,454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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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페이스북 및 포털 배너광고

  운영관리 : 9월22일~12월7일
  운영요원 : 베트남 현지 대행사 (VIDC사무실 / 담당인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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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nexpress.com – 10월24일~10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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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바일 페이지 제작·운영

1. 제작 개요  

 목적 및 추진방향
❍ K-FOORAND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알릴 수 있는 모바일 페이지의 제작 및 
운영

❍ 베트남 현지 내에서의 K-FOORAND의 SNS 상에서의 확산 
효과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보 제공의 도구로 활용

❍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베트남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보다는 대다수의 젊은층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페이지를 K-FOORAN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

❍ 향후 현지 소비자들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활용

2. 세부 내용

 사이트 호스팅 
❍ URL 두가지 도메인으로 진행 
- k-foorand.com  
- k-foorand.vn  

 모바일 페이지의 구성
❍ K-FOORAND 프로젝트(행사) 소개 : K-FOORAND의 의미
❍ K-FOORAND에 참여하는 기업 정보 및 선정 제품 홍보 : 

제품의 각 사진 이미지와 함께 베트남어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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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스타 챌린지 활동 소개 : 샐럽들의 포스팅 누적 
❍ K-FOORAND 특별존(베트남 소재의 롯데마트 13개 지점) 

소개 : 각 지점 지도 사진과 주소 등 소개 
❍ 일반인이 참여하는 ‘나도 SNS 스타’ 이벤트 고지 및 참여 페이지
❍ 기타 관련 정보 공유 
❍ 한국식품, K-FOORAND와 관련된 설문 문항 카테고리 

 관리자 페이지 
❍ 캠페인 생성/삭제
❍ 기업 및 제품 소개 생성/삭제/수정 
❍ SNS스타챌린지 샐럽 글 누적 및 삭제/수정 
❍ 설문조사 결과 누적 현황보고 
❍ 게시판에 글 작성/편집/삭제

메인 페이지 / 하단에 온라인 설문조사배너 노출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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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행사소개

기업소개 및 제품소개 목차 기업별 제품 목차 세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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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스타챌린지 기업 목차 기업별 제품 목차 URL 게시창

포스팅 리스트에서  포스팅URL선택
 ⇨ 포스팅URL로 링크되어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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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뉴스 방영(TV)

  MBN 뉴스 8(TV)

   ❍ On air: 2017. 12. 7(목)
   ❍ Time: 20:00pm
   ❍ Content: "SNS로 통했다"… K-푸드에 빠져든 베트남 젊은이들

세계에서 한국인 다음으로 라면을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1인 방송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고 합니다.
     ‘스프는 다 끓이고 마지막에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음식은 라면으로 한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

장 많이 먹습니다.
      ▶ 인터뷰 : 쩡태 입린 / 베트남 호찌민

       - "(한국 라면을) 처음 먹었을 때 '대박'이었어요."
          특히 인구 3분의 2가 35살 이하 젊은 층인 만큼, SNS 마케팅이 

효과적입니다.
      ▶ 인터뷰 : 유이 / 유통업체 팀장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전략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8개 한국 기업이 참가해 주최한 한국식품 박람회에는 베트남 사람이 

대거 몰려 K-푸드 열풍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창환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 "내년부터는 베트남 현지 로컬 마트로 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욱 / 농식품부 과장

       - "한류 문화라던지 쌀 문화라든지 공통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내년부터 아세안 국가 역내 관세가 사라지는 만큼, 베트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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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식품 시장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찌민에서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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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V 뉴스(1차)

   ❍ Channel: HTV9 - Ho Chi Minh City Television
   ❍ Time: 11:30 am
   ❍ On air: September 29, 2017
   ❍ Content: 한국식품산업협회가주최하는 K-foorand 2017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하에 2017년 K-Foorand 프로그

램이 베트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롯데마트 13개
지점에서 진행되며 지금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옵션을 제공받습니다.
       K-Foorand 부스에서 가격이 좋은 고품질 한국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베트남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정보 및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식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동남아시

아에서 롯데마트와의 연간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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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V 뉴스(2차)

   ❍ Channel: HTV9 - Ho Chi Minh City Television
   ❍ Time: 11:30 am
   ❍ On air: November 14 , 2017
   ❍ Content: 베트남의 K-foorand 2017에서 소비자는 베트남의 롯데

마트 13개 지점에서 한국 식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진행하고 있습

니다. K-Foorand 2017은 베트남 소비자에게 한국 식품을 홍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베트남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지방 사람들이 한국의 식품과 농산물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K-Foorand 2017은 12월 말에 끝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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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V 뉴스(3차)

   ❍ Channel: HTV9 - Ho Chi Minh City Television
   ❍ Time: 11:30 am
   ❍ On air: December 14 , 2017
   ❍ Content: 한국의 경제신문인 매일경제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하에 K-FOORAND 2017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SNS 스타 - 나는 온라인 스타"라는 콘테스트입니다.
      해당 프로그램과 젊은층의 온라인 사용과 더불어 높은 상호 작용을 

창출할 것 같습니다.
    
    제목 :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 SNS Star"
    이 경연 대회에는 100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베트남의 젊은층 네트워크에서 인기가 있으며 모두 적극적인 참여

중 입니다.
    아울러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해당제품을 롯데마트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체험 활동, 한국 제품에 대한 워크샵

    즉 "식품 안전은 소비자에게 최우선 순위입니다”라는 주제로 세미

나도 개최됩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베트남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 식품 안전 및 위생 시스템에서부터 시장에서 유통 될 때까지

제품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라고 한국식품

산업협회 이창환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행사의 제품은 롯데마트 K-FOORAND 매장에서 판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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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V 뉴스(4월)

   ❍ Channel: HTV9 - Ho Chi Minh City Television
   ❍ Time: 11:30 am
   ❍ On air: April 28 , 2017
   ❍ Content: 한국은 베트남에 총 $35억 달러 투자하고 있으며 13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호치민시는 5번째로 큰 투자 지역

입니다. 현재 한국기업이 2000개 이상 있고 10만명의 한국인이 
호치민에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K-FOODRAND ZONE는 한국의 대표 식품 기업인 농심, 빙그레, 
대상, 롯데리아, 정식품, 팔도, 삼육식품, 대두식품 등의 유명 제품
들이 많이 있고 우수한 한국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K-FOORAND’(케이프렌드)존이 롯데마트 남사이공 지점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베트남 롯데마트 K-FOORAND 존 개
장식에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 한국식품산업협

회 이창환 회장 등이 직접 참석하였고, 그만큼 국내 식품시장 진

출에 거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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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지 언론보도

  Thanh nien (Daily newsnationwide/ 400,000 copies/day)

   - 2017년 12월1일

  Tien phong (Daily news/ nationwide/ 120,000 copies/day)

 - 2017년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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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oi tre (Daily news/ nationwide/ 450,000 copies/day)

    -2017년 10월25일 뚜오이 쩨 신문

  tiên phong (pioneer 신문) 2017년 1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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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oi tre (뚜오이 쩨 신문) 2017년 12월1일

 Thanh niên (청년신문)-2017년 1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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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h niên (청년신문)-2017년 12월14일 

 Tien phong (선봉신문)-2017년 1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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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OITRE 신문-2017년 4월25일 

[내용]

우수한 한국 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K-FOORAND’(케이프렌드) 존이 롯

데마트 남사이공 지점에 첫 매장을 연다. 

이번 베트남 롯데마트 K-FOORAND 존 

개장식에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 이창환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등이 

직접 참석한다. 2016년 베트남은 한국으

로 농업 수출에 $1,4억 도달하고 한국에 

농업 수출 $5억에 달했다.

 THANH NIEN 신문-2017년 4월25일 

[내용]

롯데마트 남사이공 지점에 K-FOORAND 존 개장.

‘K-FOORAND’(케이프렌드) 존이 롯데마트 남사이공 

지점에 첫 매장을 연다.

이번 베트남 롯데마트K-FOORAND 존 개장식에는 한

국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 이창환 한국식품산

업협회 회장 등이 직접 참석한다. 그만큼 국내 식품시

장 진출에 거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기대가 크다는 의

미다.

가까운 장래에 베트남에 많은 한국 물품이 있을 것입

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한국의 농식품이 

베트남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가장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은 새우, 오징어, 낙지, 후추, 커피 등 요

구하는 수산물을 점점 구매할 것입니다.

2016년 베트남은 한국에서 거의 3배 이상 한국에 농

업과 식품을 수출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이 $1,4억 

얻고 농산식품을 입수에 $5억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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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H NIEN 온라인-2017년 4월24일 

[내용]

26일 오후 롯데마트 남사이공지점에 K-FOORAND 

존 개장합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1년 동안 비관

세장벽 해소한 후에 베-한 농산업 잘 발전했습니다. 

2016년 베트남 - 한국 양자 간 무역액은 $40억 이

상 도달하며 2020년에는 $70억을 목표로 합니다. 베

트남은 한국에서 거의 3배 이상한국에 농업과 식품

을 수출했으며 구체적으로 베트남이 $1,4억 수입하고 

농산식품을 수출은 $5억에 달합니다”  또한 김재수 

장관은 “베트남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 좋아하고 특히 

건강식품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며, 베트남에서 수산

물은 한국인에 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수출 진흥부 정수연 사무관은 (한국 농림

축산식품부) 베트남은 새우, 오징어, 문어, 커피 등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

습니다. 라고 하였다. 

 THANH NIEN 온라인-2017년 4월29일 

[내용]

우수한 한국 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

는 ‘K-FOORAND’(케이프렌드) 존이 롯데마트 

남사이공 지점에 첫 매장을 연다. 

이번 베트남 롯데마트 K-FOORAND 존 개장

식에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 

이창환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등이 직접 참

석한다. 2016년 베트남은 한국으로 농수산품 

수출이 $1,4억 달하고 한국에 농업 수출 $5억 

도달했다.

그만큼 국내 식품시장 진출에 거는 한국 정부

와 기업의 기대가 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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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내 언론보도

NO 매체사 보도일 기사제목

1 MBN뉴스 2017.12.20 삼육식품, 베트남서 ‘K-FOORAND 브랜드 대상’ 수상

2 농수축산신문 2017.12.12 [기획] 식품업계, 베트남 시장 공략 본격화 'K-FOORAND' 
(下) K-FOORAND 마케팅 현장

3 농수축산신문 2017.12.11 식품업계 베트남 시장공략 본격화 K-FOORAND마케팅현장

4 전농업신문 2017.12.1 식품산업협회 베트남에서 K-FOORAND열풍 일으키다

5 농수축산신문 2017.11.24 식품업계 베트남시장공략 본격화 K-POP에 이어 K-FOOD바람
6 MBN뉴스 2017.11.21  "우리는 친구!"  K-FOORAND로 하나 된 한국과 베트남

7 MBN뉴스 2017.11.20 지금 베트남에서는 한국식품 K-FOORAND열풍
8 에어지경제 2017.11.16 CJ제일제당,농심,오뚜기 등 식품업계 CEO한자리에 모인다

9 한국농어민신문 2017.7.3 이정삼 농식품부 과장 "버섯류 수출창구 단일화로 과당경쟁 개선"
10 전농업신문 2017.5.8 식품산업 수출증대 위한 상생협력 체결

11 내일신문뉴스 2017.5.2 한.일 농수산식품 수출 대결 본격화

12 전자신문 2017.5.1 농식품부 8,400만달러 동남아 수출계약 성과

13 데일리안 2017.5.1 농식품부, 동남아시장 개척…8,400만 달러 성과 거둬

14 이데일리 2017.5.1 K푸드 세일즈 나선 김재수 장관 동남아서 8,421만불 성과

15 연합뉴스 2017.5.1 농식품부 동남아시장 개척 적극나서

16 머니투데이 2017.5.1 김재수 장관 동남아시장서 세일즈맨 변신

17 정책브리핑 2017.5.1 농식품부, 동남아 시장 개척 가시적 성과 거둬

18 아시아투데이 2017.5.1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베트남.태국서 8,400만달러농식품 수출 계약

19 전농업신문 2017.4.26 식품산업 수출증대를 위한 상생협력 체결

20 쿠키뉴스 2017.4.26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수출증대 위한 상생협력 체결

21 문화일보 2017.4.25 농식품사절단 ‘동남아로드쇼＇베트남.태국서 홍보행사 개최

22 이데일리 2017.4.24 김재수 장관 동남아 3개도시서 우리 농식품 세일즈

23 파이낸셜뉴스 2017.4.24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우리 농식품 세일즈외교 나섰다

24 부산일보 2017.4.24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25개사와 베트남.태국방문

25 아시아투데이 2017.4.24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동남아 시장 수출세일즈 나섰다

26 NEWIS 2017.4.24 김재수 농식품장관 베트남.태국방문

27 헤럴드경제 2017.4.24 농식품 동남아 수출 늘린다…김재수 장관, 베트남ㆍ태국 방문

28 연합뉴스 2017.4.24 농식품 동남아 수출 늘린다…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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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2월 20일자 매체 이름 MBN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삼육식품, 베트남서 ‘K-FOORAND 브랜드 대상’ 수상

URL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41749

날  짜 2017년 12월 12일자 05면 매체 이름 농수축산신문 매체 종류 지면 + 온라인 
제  목 [기획] 식품업계, 베트남 시장 공략 본격화 'K-FOORAND' (下) K-FOORAND 마케팅 현장
URL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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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2월 11일자 매체 이름 농수축산신문 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기획] 식품업계, 베트남 시장 공략 본격화 'K-FOORAND' (下) K-FOORAND 마케팅 현장

URL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00

날  짜 2017년 12월 1일자 매체 이름 전업농신문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식품산업협회, 베트남에서 K-FOORAND 열풍 일으키다

URL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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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11월 24일자 04면 매체 이름 농수축산신문 매체 종류 지면 + 온라인 
제  목 [기획] 식품업계, 베트남 시장 공략 본격화 'K-FOORAND' (上) K-POP에 이어 K-FOOD 바람
URL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971

날  짜 2017년 11월 21일자 매체 이름 MBN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우리는 친구!" K-FOORAND로 하나 된 한국과 베트남

URL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13&news_seq_no=3393172



- 140 -

날  짜 2017년 11월 20일자 매체 이름 MBN 뉴스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지금 베트남에선 한국식품 "K-FOORAND" 열풍

URL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13&news_seq_no=3393172

날  짜 2017년 11월 16일자 매체 이름 에너지경제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CJ제일제당, 농심, 오뚜기 등 '식품업계 CEO' 한자리에 모인다

URL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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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7월 3일자 매체 이름 한국농어민신문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이정삼 농식품부 과장 "버섯류 수출 창구 단일화로 과당경쟁 개선"

URL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94

날  짜 2017년 5월 8일자 매체 이름 전업농신문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식품산업 수출증대 위한 상생협약 체결

URL http://www.p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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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5월 2일자 매체 이름 내일신문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한·일 농수산식품 수출 대결 본격화

URL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6238

날  짜 2017년 5월 1일자 매체 이름 전자신문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농식품부, 8400만달러 동남아 수출 계약 성과

URL http://www.etnews.com/201705010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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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5월 1일자 매체 이름 데일리안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농식품부, 동남아시장 개척…8400만 달러 성과 거둬

URL http://www.dailian.co.kr/news/view/630607

날  짜 2017년 5월 1일자 매체 이름 이데일리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K푸드 세일즈' 나선 김재수장관..동남아서 8431만불 성과

URL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856486615924656&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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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5월 1일자 매체 이름 연합뉴스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농식품부, 동남아 시장 개척 적극 나서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1/0200000000AKR20170501030300

030.HTML?from=search

날  짜 2017년 5월 1일자 매체 이름 머니투데이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김재수 장관, 동남아시장서 '세일즈맨' 변신

URL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0115191029877&outlink=1&ref=https%

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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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5월 1일자 매체 이름 정책브리핑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농식품부, 동남아 시장 개척 가시적 성과 거둬

URL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377

날  짜 2017년 5월 1일자 매체 이름 아시아투데이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베트남·태국서 8400만달러 농식품 수출 계약

URL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5010100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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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4월 26일자 매체 이름 전업농신문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식품산업 수출증대 위한 상생협력 체결

URL http://www.p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62

날  짜 2017년 4월 26일자 매체 이름 쿠키뉴스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수출증대 위한 상생협력 체결

URL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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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4월 25일자 매체 이름 문화일보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농식품사절단 ‘동남아 로드쇼’ 베트남·태국서 홍보행사 개최

UR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2501032021087001

날  짜 2017년 4월 24일자 매체 이름 이데일리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김재수 장관, 동남아 3개 도시서 우리 농식품 '세일즈'

URL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2896661589940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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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4월 24일자 매체 이름 파이낸셜뉴스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우리 농식품부 세일즈 외교 나섰다

URL http://www.fnnews.com/news/201704241141094191

날  짜 2017년 4월 24일자 매체 이름 부산일보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업체 25개사와 베트남·태국 방문

URL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4240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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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4월 24일자 매체 이름 아시아투데이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동남아 시장 농식품 수출 세일즈 나섰다

URL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424010014960&ref=search

날  짜 2017년 4월 24일자 매체 이름 NEWSIS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김재수 농식품장관 베트남·태국 방문…수출시장 개척

UR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4_001485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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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7년 4월 24일자 매체 이름 헤럴드경제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농식품 동남아 수출 늘린다…김재수 장관, 베트남ㆍ태국 방문

URL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424000644&ACE_SEARCH=1

날  짜 2017년 4월 24일자 매체 이름 연합뉴스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농식품 동남아 수출 늘린다…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4/0200000000AKR20170424065300

030.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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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시안 및 제작  
  ❍ 한국어 의미를 살린 베트남어 번역 후 총 200매  제작
   -  인쇄용 제작물 베트남 반입금지에 따라 현지제작 및 부착
  ❍ 포스터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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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장소 부착사진

-HCMC : 
Lottemart Cong Hoa, Dist. Tan 
Binh

-Hanoi : Lottemart 
Lieu Giai

-HCMC : 
Lottemart Nguyen Van 
Luong, Dist. Go Vap

-Hanoi : Lottemart Tay 
Son

 홍보물 부착  
  ❍ 롯데마트 부착 : 2017년 10월 14일 ~ 현재
  ❍ 부착장소 : 하노이 및 호치민 13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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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장소 부착사진

-Lotteria : 95 Tran Hung Dao

-Lotteria : 445 Bach Dang 

-Lotteria : 52 Hau Giang

-Lotteria : 801 Hong Bang

  ❍ 롯데리아 부착 : 2017년 10월 18일 ~ 현재
  ❍ 부착장소 : 호치민 38개점 및 하노이 20개점



- 154 -

부착장소 부착사진

-Lotteria : 118 Nguyen Khanh Toan, 
Cau Giay

-Lotteria : 298 Cau Giay

-Lotteria : 112 Tran Duy Hung, Cau 
Giay

-Lotteria : Lo C –D5 KĐTM Cau Giay

-Lotteria : 1Fl kiosuqe C2 Nguyen Co 
Thach, My Dinh

-Lotteria : 63 Huynh Thuc Khang 
–Dong Da



- 155 -

부착장소 부착사진

-NGUYEN THI MINH KHAI High School

-RUBY Garden –Tan Binh Districts

-University of Science HoChiMinh City

-TAY THANH High School

-VINH VIEN High School

-University of Technology HCM

  ❍ 기타장소 부착 : 2017년 10월 18일 ~ 현재
  ❍ 부착장소 : 호치민 중․고등학교 및 대학 25개 장소 및 하노이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학교, 카페 등 25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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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과 분석

Ⅰ  수출 실적 

 분석결과
- K-FOORAND 행사 진행시기(8~11월)의 참가기업의 베트남 수출

실적은 2016년 약 60억원이었으나, 2017년의 수출실적은 약 105억

원으로 약 45억원 증가

- 수출증가율은 농심은 34.6%, 대상은 41.9%, 빙그레는 72.0%, 삼육

식품은 40.8%, 정식품은 3.4%, 팔도는 896.2%로 참가기업 전체 수출

증가율은 74.3%를 달성

- K-FOORAND 사업기간에 맞추어 베트남 전역에 홍보 및 판촉장

려로 한국 우수가공식품의 베트남 수출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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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게시글 클릭 경제효과 “좋아요” 클릭 경제효과

합계
총 클릭수 단가 효과

총 

좋아요 

수

단가 효과

SA등급 16,228,282 22원 357,022,204원 132,584 32원 4,242,688원  361,264,892원 

A등급 70,812,079 15원 1,062,181,185원 607,829 25원 15,195,725원 1,077,376,910원 

B등급
53,192,019 7원 372,344,133원 489,347 19원 9,297,593원 381,641,726원

C등급

경제

효과 
총 1,820,283,528원의 경제효과

Ⅱ  경제효과

 SNS스타챌린지 행사를 통한 경제효과 분석
- 게시물 클릭에 의한 경제효과 분석(매 회당 경제효과, 단위 : 원)

구분 활동 기준 인원수
게시글 클릭

단가(CPC)
LIKE 클릭

단가

SA급 팔로워 100만이상 SNS스타 4명 25원 35원
팔로워 50만이상 SNS스타 2명 20원 30원

A급 팔로워 10만이상 SNS스타 24명 15원 25원
B급 팔로워 5만-10만 SNS스타 32명 8원 20원
C급 팔로워 3만-5만 SNS스타 16명 6원 18원

- 경제효과산정 계수 단가 기준(매 회당 경제효과, 단위 : 원)

 분석결과
❍ 베트남 국가 특성상 SNS 매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팔로우 

높은 샐럽들의 포스팅 비용이 높은 편으로 포스팅 수 확보에 집중 
하기보다 콘텐츠 생성 능력이 있는 샐럽을 섭외, 포스팅 콘텐츠의 
퀄리티를 향상 시키고 향후 진행 시에는 기업의 각 브랜드별 특성에 
맞게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합하여 전달하는 사전 교육 프로그램과 
시간 확보를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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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계량 성과

 민·관이 협력하여 수출증진에 성공적인 사업

❍ 식품산업의 민간 대표주자인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주관, 현지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판매망을 제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으로 대한민국 식품수출증진에 이바지

한 성공사례

 SNS 스타를 활용한 한국식품 홍보 및 친밀감 전파

❍ SNS스타 및 나도 SNS 스타에 참여한 일반인이 한국 식품을 직접

체험하고 그 후기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

식품 브랜드와의 친밀도를 높이면서 한국식품의 인지도 향상 기여

 한·베 식품산업 발전방안 포럼을 통한 양국의 민·관 교류 협력 

❍ 한-베 식품산업발전을 위하여 양국의 관련기관 공무원(한국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부 / 베트남 – 산업통상부, 농업

농촌개발부, 보건부)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공동 발전방안 모색

❍ 베트남과의 식품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식품

분야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정부정책을 공유하고

이해관계를 재조명하여 나아가야할 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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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현지 시장에 특화된 마케팅 기법 마련

❍ 현지에 특화된 마케팅방법과 대형 유통망 진출기회 제공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 참가사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이번 사업을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한정짓지 말고 실제 기업들의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종합지원사업으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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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식품산업 수출증대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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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베트남 롯데마트 현황

1. 회사현황

❍ 베트남 법인 설립일 : 2006년 12월

❍ 자본금 : 1,929 억원

❍ 매출액 : 4,835 억원 (‘16년 기준)

❍ 점포수 : 13개

❍ 직원수 : 3,970 명

❍ 2008년 12월 베트남 1호점 남 사이공점 개점

2. 사업현황

❍ 베트남 지역별 현황 ❍ 매출규모별 현황(‘16년 월평균 기준)

구분 도시명 점명

5대

도시

호치민

남사이공店
푸토店
떤빈店

고밥店

하노이
동다店

하노이센터店

하이퐁 -
껀터 껀터店

다낭 다낭店

기타

도시

비엔화 동나이店
빈증 빈증店
판티엣 판티엣店
붕따우 붕따우店

냐짱 냐짱

매출 점포수 구성비
해당店

점명
월매출

(億)

50억 1店 7.70% 남사이공 82

30억 5店 38.50%

푸토 35

붕따우 30

떤빈 30

동나이 32

고밥 41

20억 7店 53.80%

냐짱 28

빈증 28

동다 25

하노이센터 23

다낭 29

판티엣 24

껀터 22

※ 베트남 점평균 33억/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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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베트남 현지 대형유통체인 현황

유통체인 진출 매장수 위 치 투 자 자

Co.op mart
(꼽마트) 1989 88 호치민 33 등 대도시 베트남

AEON
Citimart 1994 30 호치민 11, 하노이 4 등 대도시

베트남/일본
(Dong Hung Co., Ltd/Aeon)

Saigon Coop 1998 84
호치민 31, 동남부 지역 8, 북부
지역 5, 중부지역 12, 등

베트남
(Saigon Union of

Trading Co-operation)

Big-C 1998 35 호치민 9 하노이 4, 등전국적으로매장
위치

태국
(Central Group)

AEON
Fivimart 1998 27 하노이 27 베트남/일본

(TCT Group/Aeon)

METRO 2002 19 호치민 3, 하노이 3, 하이퐁, 다낭등 태국
(Berli Jucker(BJC그룹))

HAPRO 2006 40
하노이 26 등 주로 북부지역
(소형매장 10개 포함)

베트남
(Hanoi Trading Company)

k-market 2006
2011 63 하노이(2006) 55, 호치민(2011) 7 등 k-market

Vinmart 2007 61 하노이 16 등 주로 북부지역
(소형슈퍼 1,000개)

베트남
(VinGroup)

롯데마트 2008 13 호치민 4, 하노이 2, 다낭 1 등
한국

(롯데마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