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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I Like K-Food in Indonesia

1. 사업개요

  □ (사 업 명) I like K-food in Indonesia

  □ (사업기간) ‵20. 3. 1. ∼ 11. 30.

  □ (사업장소) 자카르타 사업장 소재지 및 주요 e-커머스 채널

  □ (참가기업 및 품목) 21개사 148품목

  □ (주요 사업내용) 오프라인·온라인 판매플랫폼 연계 및 마케팅 지원 

  

< 2차년도 주요 추진내용>

▹ 오프라인 특별존 매장확대 (‘19년 소매 5개점 → ’20년 소매 4개점, 도매 2개점)

▹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e-커머스 입점 및 비대면(온라인)마케팅 강화

<참가기업>

교동식품, 농심, 대상, 동원F&B, 롯데제과, 만전식품, 삼양식품, 삼진식품, 아이배넷,

연세우유, 영풍, 오뚜기, 오크라인터내셔널, 정식품, 진성에프엠, 태웅식품, 팔도,

풀무원, 한국인삼공사, 한일식품, 해사랑<총21개사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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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내용)

   

「I Like K-Food in  Indonesia」 사업구조

사업내역 세부사업 내역

가. 특별존 설치 ․ 운영

‧ K-FOOD특별존 설치 및 운영 

  롯데마트(4개점) Gandaria City, Kuningan City, 

  Kelapa Gading, Green Pramuka

  롯데그로시어 (2개점) Pasar Rebo, Alam Sutra 

나. K-FOOD 오프라인 행사

‧ 판촉 프로모션 홍보

‧ K-Food존 게임 이벤트행사

‧ 포토챌린지 이벤트 

‧ 할인행사 이벤트 및 홍보 

다. 현지화 온 ․ 오프라인

    마케팅

‧ SNS 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 인플루언서 활용 제품홍보

‧ 매월 미니퀴즈 이벤트 

‧ 현지 미디어 홍보 (언론 및 지상파 광고)

‧ 라이브커머스 및 미디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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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세부추진내용 

 가. 「 I Like K-FOOD」오프라인 행사 

□ 사업개요

   ❍ (행사기간) 2020년 3월 ~ 11월(2차년도)

   ❍ (사업장소) 자카르타 현지마트 및 온라인 채널 

   ❍ (주요 사업내용) 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오프라인-온라인간 판매연계 

  

□ 현지 대형유통업체 특별존 운영 및 신규입점지원

   ❍ K-FOOD존 특별존 설치·판매

     - (개요) 대형마트 POS구역 내「I LIKE K-FOOD」특별존 설치, 상품 

전시·판매, 판촉 이벤트 연계 프로모션 운영

     - (장소/기간) 롯데마트 4개점(4월~11월), 롯데그로시어 2개점(5월~11월)

* 롯데마트(소매): Gandaria City, Kuningan City, Kelapa Gading, Green Pramuka

* 롯데그로시어(도매): Pasar Rebo, Alam Sutra

유통채널 세부설명

오

프

라

인

롯데마트

(소매점)

ㅇ 특별존 설치운영 및 입점(4개점)

※ 특별존 입점후, 우수상품은 15개점 입점가능

롯데그로시어

(창고형도매점)

ㅇ 특별존 설치운영 및 입점(2개점)

※ 특별존 입점후, 우수상품은 35개점 입점가능

온

라

인

토코페디아

ㅇ (특징) 인니 1위 전자상거래의 종합 오픈마켓이며, 라이브커머스

판매채널 보유

* 연간거래액 10억$, 월평균방문자 8,000만명

ㅇ (진행사업) K-Food 카테고리 개설 및 배너연계,라이브커머스

해피프레쉬

ㅇ (특징)식료품 마트 구매 배달대행 서비스, 주요 식료품마트 입점

* 파마스 마켓, K마켓, 렌치마켓, 까르프, TK Market, LOTTE Mart 등

ㅇ (진행사업) 롯데마트 특별존 매장 연계하여 구매·배달대행

서비스 제공

롯데마트몰
ㅇ (특징) Lotte Mart & Lotte Grosir 연계 배송서비스및전 지역 배달

ㅇ (진행사업) 온라인몰 입점, 쿠킹클래스 영상홍보 및 판매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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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ㆍ오프라인 유통업체 신규입점 지원

     - (개요) 롯데마트, 롯데그로시어, 토코페디아, 해피프레쉬, 롯데마트몰

신규입점 지원

     - (특징) 롯데마트, 롯데그로시어 입점비 할인 및 O2O방식으로 

e-커머스 (토코페디아, 해피프레쉬, 롯데마트몰)에 동시입점

    * 롯데마트 입점료 최대 80%할인(5,000만 루피아/품목 → 600～1,200만루피아/품목)

     - (신규입점) 롯데마트: 14개사 63품목, 롯데그로시어: 5개사 16품목
 

□ 특별존 설치 현황

   ❍ (소매점) 롯데마트 4개점

    ① 간다리아점(Gandaria City)

  JL Sultan Iskandara Muda Kebayoran Lama Utara Kebayoran Lama Jakarta Selatan

    ② 끌라빠가딩점(Kelapa gading)

     Jl. Raya Boulevard Barat Kelapa Gading Jakarta Utara

간다리아점

끌라빠가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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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꾸닌간시티(Kuningan City)

   Jl. Prof. Dr. Satrio Kav. 18 Unit LG - 1 Kel. Karet Kuningan, Kec. Setiabudi Jakarta

    ④ 뿌라무까점(Pramuka)

    Jalan A.Yani Kav 49 Kel Rawasari Kec Cempaka Putih Jakarta Pusat

   ❍ (도매점) 롯데그로시어 2개점

    ① 빠사르레보(Pasar rebo) 

  Jl. Lingkar Luar Selatan Kav. 6 Ciracas - Jakarta

꾸닌간시티점

빠사르레보점

뿌라무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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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알람수트라(Alam sutera) 

  Perumahan Alam Sutera Blok Sutera Niaga Kav. 2 Serpong Tangerang

□ 특별존 게임이벤트 판촉행사

   ❍ (운영일정) ‵20년 4.~ 11.(매주 주3일 / 금, 토, 일)

   ❍ (운영장소) K-FOOD 특별존(롯데마트 4개점, 롯데그로시어 2개점)

   ❍ (운영방식) 특별존 방문객 및 구매고객 대상(150,000RP) 영수증 

인증 게임이벤트 행사 개최(제기차기, 투호, 핀코)

    ① 간다리아점(Gandaria City)  

간다리아_현장사진

알람수트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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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끌라빠가딩점(Kelapa gading)

    ③ 꾸닌간시티(Kuningan City)

끌라빠가딩_현장사진

쿠닌간시티_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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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뿌라무까점(Pramuka)

   

    ➄ 알람수트라(Alam sutera)

 뿌라무까_현장사진

알람수트라_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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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➅ 빠사르레보(Pasar rebo)  

   ❍ 특별존 포토챌린지 

     - (운영목적) 특별존 홍보효과 및 방문·구매유도 

     - (운영일정) ‘20년 4월 ~ 11월 (상시 운영)

* PSBB(사회적 재제) 및 마트 안전수칙에 따라 일시중단(5월 中)

     - (운영장소) K-FOOD 특별존 내 포토이벤트존 

     - (운영방식) 한국식품 촬영 후 SNS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및 사진 업로드, 

매월 포토챌린지 이벤트 안내 및 참가자 대상 바우처 증정  

* (이벤트 해시태그) # I Like K-FOOD, # KFood boots my mood)

빠사르레보_현장사진

SNS 포토챌린지 홍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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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챌린지 행사사진 

간다리아_현장사진

쿠닌간시티_현장사진

끌라빠가딩_현장사진

그린 뿌라무까_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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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할인행사 

     - (운영장소) 롯데마트 4개점, 롯데그로시어 2개점 

     - (추진내용) 매월 매장별 가격 프로모션 전단 홍보물 제작 및 할인

행사 홍보

빠사르레보_현장사진

알람수트라_현장사진

롯데마트 홈페이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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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I Like K-FOOD」온라인 홍보 

□ SNS온라인 홍보 

   ❍ KFIA전용 채널운영 

     - (개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여 ‘I Like K-FOOD’ 

사업 및 제품홍보

* (홍보계정명) Kfiaindonesia

     - (내용) 매주 인포그래픽 활용 제품홍보, 매월 포토챌린지, 미니퀴즈, 

온라인 쿠킹클래스 안내 및 진행, 라이브커머스 홍보    

롯데마트 홈페이지 홍보

SNS홍보 (Instagram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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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노출(45,430명),좋아요(1,005명) 팔로우(2,469명),좋아요(37,697명) 구독자(734명),조회(371,540회)

   

  진행 이벤트  운영내용

미니퀴즈 ∘ 매월 참가제품 및 온라인 쿠킹클래스 관련 퀴즈 이벤트개최 및 시상

포토챌린지 ∘ K-Food특별존 방문, 한국식품 사진 이벤트 진행

스폿(Spot)챌린지 ∘ 라이브커머스 방송 SNS 참여인증 이벤트

쿠킹클래스 ∘ 쿠킹클래스 진행 및 쿠킹클래스 홍보

SNS 제품홍보 ∘ KFIA계정 제품 인포그래픽 매주 업로드

   ❍ 온라인 제품홍보 

    ① (인포그라픽) 매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포그라픽 활용 제품홍보 

인포그라픽 제품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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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SNS 제품홍보) 인플루언스 활용 제품소개 및 레시피 영상소개 등 

* 나노인프루언스 16명 - 게시물 59개(동영상, 사진, 스토리)

< 인플루언스 포스팅>

인플루언스 링크 팔로우

포스팅날짜

게시물 스토리 동영상 

Tommy
https://www.instagram
.com/tomfao/ 11,746 4.22 4.23 4.21 4.25 

Miranda https://www.instagram
.com/sasimibrs/ 12,025 5.2 5.5 5.1 5.8

Aditya https://instagram.com
/adityarafippp 10,475 5.15 5.16 5.14 5.18 

Dewi https://www.instagram
.com/dewiiikuu 10,648 5.19 5.20 5.17 5.21

Andi https://www.instagram
.com/andimalingkaan 19,703 6.19 6.20 6.18 6.21

Pandu https://www.instagram
.com/pandutris 23,771 6.25 6.26 6.24 6.27

Arfero https://www.instagram
.com/arferoo/ 20,230 7.16 - 7.15 7.18

Gegan https://www.instagram
.com/gandnugra/ 58,365 7.23  7.24 7.22 7.25 

Emeli https://www.instagram
.com/ms_emeli 20,934 8.13 8.14 8.12 8.15

Ryan https://www.instagram
.com/ryanmaulanar

18,555 8.20 - 8.19 8.21

Lara https://www.instagram
.com/cesillara/

31,464 9.11 9.12 9.10 9.13 

Aditya
https://www.instagram
.com/adytiaputraaa/ 12,656 9.18 - 9.17 9.19

Humprey
https://www.instagram
.com/mhumprey/ 16,150 10.9 - 10.8 10.10

Laelly https://www.instagram
.com/laellymut/ 12,900 10.16 10.17 10.15 10.18 

Billy https://www.instagram
.com/paceambon31/ 18,368 11.13   - 11.12 11.14 

Vania https://www.instagram
.com/vaniairwanti_/ 36,567 11.20 11.21 1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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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스 제품 소개 및 활용법 포스팅>

(4월) Tommy

(5월) Miranda 

(5월) Aditya

(5월) De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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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스 제품 소개 및 활용법 포스팅>

(6월) Andi

(6월) Pandu

(7월) Arfero

(7월) G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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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스 제품 소개 및 활용법 포스팅>

(8월) Emell

(8월) Ryan

(9월) Lara

(9월) Adi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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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스 제품 소개 및 활용법 포스팅>

(10월) Humprey

(10월) Laelly

(11월) Billy

(11월) V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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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스 행사 전/후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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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퀴즈 이벤트 

     - (추진내용) 참가제품 및 쿠킹클래스 관련 퀴즈 이벤트 진행 및 시상

< 미니퀴즈 이벤트 > 

No 기간 참가브랜드 및 카테고리 퀴즈제품 및 내용

1 5월 오뚜기 라볶이

2 5월 오크라인터네셔널 케이분식 떡볶이

3 6월 연세우유 
순수두유,아몬드&잣두유,

검은참깨두유

4 7월 대상 소불고기 소스

5 8월 쿠킹클래스  양념치킨

6 8월 쿠킹클래스  잡채

7 9월 삼양식품 삼양불닭볶음면

8 10월 쿠킹클래스  순두부찌개

9 10월 롯데제과 빼빼로

10 11월 대상 청정원 크림스프

미니퀴즈 이벤트 (5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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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퀴즈 이벤트 (8월~11월)

   ❍ 온라인 쿠킹클래스

     - (배경) 코로나19로 시식행사가 불가하여, 온라인 진행 및 판매연계를 추진

     - (운영채널) 유튜브(KFIA Indonesia), 롯데마트 온라인몰 등 

     - (추진내용) 유명 한국인 쉐프를 섭외하여 참가제품을 활용한 한식

요리영상을 제작, 이를 온라인에 홍보 및 온라인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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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쿠킹클래스 일정 및 메뉴 >

No 날짜 메뉴 브랜드 사용품목

1회 7월 24일 김치볶음밥 오뚜기, 해사랑 즉석밥,김,참기름 

2회 8월 7일 양념치킨 대상 청정원 고추장, 물엿 

3회 8월 21일 잡채 오뚜기, 대상 당면, 참기름,간장 

4회 9월 4일 치즈라볶이
삼양식품, 대상, 동원F&B

오크라인터내셔널
라면, 물엿, 고추장,
 인스턴트 떡볶이 

5회 10월 2일 순두부찌개 대상 청정원,오뚜기 고추장, 참기름,후추

6회 11월 6일 김밥 만전식품,오뚜기 김,즉석밥,참기름 

온라인 쿠킹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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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 e-커머스 개설 및 비대면 마케팅

□ e-커머스 ‘한국식품관’ 개설 및 입점지원 

   ❍ 코로나로 PSBB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유통채널 및 언택트마케팅 확대

   ❍ (진행기간) ‘20년 8월 ~ 11월

   ❍ (운영방식) ‘K-Food’식품 카테고리 개설 운영 및 ‘I Like K-Food’

배너연계 온·오프라인 동시입점 연계지원 (O2O서비스 연계)

온라인몰 SNS마케팅, 언론광고 홍보ㆍ마케팅 지원

< I Like K-FOOD 특별존 운영채널>

[추가]

(1) Happy Fresh (구매대행 서비스)

ㅇ K-Food 배너 및 K-FOOD 식품 카테고리 운영

- 하위9개 세부 카테고리 제공

       [기존]

롯데마트 입점 (K-Food 존)

→

(2) Lotte Mart (롯데마트 온라인몰)

ㅇ (소매점) 4개점

ㅇ (도매점) 2개점

ㅇ K-Food 메인배너 연계 및 K-FOOD카테고리 운영

ㅇ 온라인 쿠킹클래스영상, 가격프로모션광고개제

(3) Tokopedia (오픈마켓)

ㅇ Live Streaming채널 방송 및 판매연계(3회)

-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판매연계 및 홍보

- SNS활용 참여자 대상 이벤트 진행

   ❍ Lotte Mart(롯데마트) 온라인몰

     - (채널특징) 롯데마트(소매점), 롯데그로셔(도매점) 통합쇼핑앱 개설,

주문시 인니 근거리 연계서비스 및 전 지역 배달가능

     - (진행기간) 8월 ~ 11월 

     - (운영채널) www.lottemart.co.id /App : Lottemart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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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카테고리 베너 K-FOOD 배너 클릭시 상품판매

< 홍보·마케팅 지원 항목 >

항목 세부 항목

소셜미디어

ㅇ Lotte Mart 온라인 공식계정 연계 프로모션 안내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lottemartindo, @lottegrosir 

ㅇ 유튜브 및 Lotte Mart 온라인몰에 영상 컨텐츠 업로드 

  * 쿠킹클래스 영상, 홍보영상 등

  → 쿠킹클래스 활용한 제품 판매 연계

카테고리 ㅇ ‘I like K-food' 카테고리 개설

광고 ㅇ 온라인 사이트 메인배너 광고 등 (주기적 변경예정)

   ❍ Happy Fresh(해피프레쉬) 온라인몰  

     - (특징) 현지 주요 대형마트(15개)가 참여한 구매대행 서비스

* 참여마트: 롯데마트, 파마스 마켓, 렌치마켓, 까르푸 등

     - (진행기간) 8월 ~ 11월 

     - (운영채널) https://www.happyfresh.id/lotte-mart-kuningan-city/korean-food-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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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프레쉬(Happy Fresh) 홈페이지 해피프레쉬(Happy Fresh) 어플리케이션

   ❍ Tokopedia (토코페디아) 온라인몰 

     - (특징) ① 인니 전자상거래 분야 1위의 오픈마켓

* (방문자) 8,000만 명/월, (거래액) 10억 달러/년 [’19년 기준]

② 은행제휴를 통한 다양한 결재방식 구비(체크ㆍ신용카드, 전자지갑)

③ 물류기업 9개사와 제휴를 통한 배송시스템 서비스 제공

     - (진행기간) 8월 ~ 11월 

     - (운영채널) https://www.tokopedia.com/lottemart-indo/etalase/korean-food

  

토코페디아 (Tok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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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코페디아(Tokopedia) 라이브커머스 

     - (특징)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객과 소통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채널

     - (추진배경)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라이스커머스가 성장추세임에 따라, 

인니 최대 온라인몰인 토코페디아와 진행 추진 

     - (운영방식) 토코페디아 라이브스트리밍(인플루언서가 제품소개 및 먹방 진행), 

라이브 전/후 SNS 홍보, 영상 활용 미디어커머스 진행

* 실시간방송과 히스토리 저장/리플레이 가능

     - (운영채널) https://www.tokopedia.com/play/channels 

     - (라이브커머스 홍보) SNS를 게시물, 스토리를 통해 홍보

 

<라이브커머스 운영>

회차 일시 테마 시식제품

1회
10.2(금) 

15:00

스낵 & 음료

(할랄)
(팔도) 뽀로로 음료4종 (롯데제과) 빼빼로 3종, 롯데와플

2회
10.9(금) 

15:00
라면(할랄)

(농심) 신라면 (팔도)해물라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불닭 치즈 볶음면

3회
10.14(수) 

15:00
스낵 & 음료

(정식품) 바나나 입안가득 두유, 

(오뚜기)꿀유자차,꿀생강차,(대상)딸기쨈,야채·고기스프

라이브커머스 사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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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진행

라이브커머스 (3회)

영상활용 미디어커머스

     - (스폿챌린지) 라이브커머스 시청 캡처하여 SNS 업로드시 바우처 증정   

  

라이브커머스 방송 참여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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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디어 홍보

□ TV광고 

   ❍ 현지 지상파 TV CF방영

     - (개요) 지상파방송 CF광고를 통해 ‘I Like K-Food’사업 홍보 

     - (진행기간) ‘20. 10. 17.~11. 21.(총 12회) * 토요일 13:30, 14:30(2회/일)

     - (운영방식) 인니 지상파방송 GTV에 ‘I Like K-Food’ CF광고 송출

※ CF송출비 롯데마트 측 부담 (영상 편집비만 예산투여)

  

‘I Like K-Food‘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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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언론보도 

   ❍ 현지 언론보도

     - 현지 20개 언론사에 ‘I Like K-Food’ 관련사업 보도

날  짜 2020년 8월 

매체 이름

Nakoran, Akurant, Headtopics,

Kanaie, llrelease,BroadcastMagzin,

dajakarta, Antara ews,Radarindonesia,

 Antara Banten 그  외 20개 언론사 

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I like K-Food’ 해외 농식품 판매 플랫폼 구축사업, 쿠킹클래스 진행안내 등

URL https://gayakeren.id/2020/08/17/menikmati-kuliner-korea-bersama-i-like-k-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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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언론보도

     - 한국농식품 판매플랫폼 관련 언론 홍보

날  짜 2020년 3월 19일자

매체 이름 식품음료신문
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I like K-Food’ 해외 농식품 판매 플랫폼 구축 

URL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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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0년 3월 19일자

매체 이름 KFDN 식약일보
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베트남 등 ‘I Like K-Food 2020’사업 시행 

URL http://kfdn.co.kr/4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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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0년 3월 23일자

매체 이름 식품외식경제
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한국식품산업협회,‘I Like K-FOOD2020’사업 실시 

URL http://www.foo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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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0년 3월 26일자

매체 이름 농축환경신문
매체 종류 온라인

제  목 한국식품산업협회‘I Like K-FOOD’사업추진 

URL http://www.nongup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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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가. 계량실적

   □ 사업의무수출액 이외 계량 성과 기술

   ❍ 로컬 대형마트 입점지원 

    

   ❍ K-FOOD 특별존 방문 및 이벤트 참여실적           (단위 : 명) 

  

마트 지점 방문객 이벤트 참가자 

롯데마트

간다리아시티 14,667 277

쿠닌간시티 10,541 327

끌라빠가딩 11,895 449

뿌라무까 12,895 357

롯데 그로시어

빠사르레보 6,992 111

알람수트라 5,779 188

총 합계 62,513 명 1,709 명 

 

매장별 참여업체

품목수

판촉횟수
기입점 신규입점

완료
신규입점
심사중

롯데마트
16개사

128품목

13개사

55품목

14개사

63품목

8개사

23품목
224회

롯데

그로시어

8개사

44품목

4개사

25품목

5개사

16품목

5개사

9품목
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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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K-Food’SNS 계정  

SNS 게시물 노출 참여 좋아요 및 조회수

페이스북 111개 1,009,149 61,219 1,046명(좋아요)

인스타그램 111개 1,090,065 
2,483명 

(팔로우)
18,927명 (좋아요)

유튜브 9개 -
737명

(구독자)
371,540회 (조회수)

총 합계 231개 2,099,214명 64,439명 391,513회 

사업기간 SNS 팔로우 증가율



- 37 -

   ❍ 온라인 미니퀴즈 이벤트 실적    

     

   ❍ 온라인 쿠킹클래스

 < 온라인 쿠킹클래스 일정 및 메뉴 > 

No 날짜 메뉴 브랜드 조회 수

1회 7월 24일 김치볶음밥 오뚜기, 해사랑 61,121

2회 8월 7일 양념치킨 대상 청정원 60,514

3회 8월 21일 잡채 오뚜기, 대상 61,045

4회 9월 4일 치즈라볶이
삼양식품, 대상, 동원F&B

오크라인터내셔널
60,181

5회 10월 2일 순두부찌개 대상 청정원, 오뚜기 60,663

6회 11월 6일 김밥 만전식품, 오뚜기 60,357

총 조회수 363,881회 

일시 퀴즈 상품
이벤트 

노출인원

이벤트 

좋아요 
참여자 

5월 오뚜기 라볶이 4,876 9,811 293

5월 오크라인터네셔널 떡볶이 2,995 1,175 565

6월 연세우유 두유 4125 7304 482

7월 대상 소불고기 소스 5,843 3,189 575

8월 쿠킹클래스- 양념치킨 16,802 15,779 129

8월 쿠킹클래스- 잡채 59,414 15,998 314

9월 삼양불닭볶음면 59,745 36,734 608

10월 쿠킹클래스-순두부찌개 81,223 16,934 483

10월 롯데제과 빼빼로 56,209 17,638 515

11월 대상 스프 37,700 16,084 385

총 합계 328,932 140,646 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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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브커머스 진행실적 

<라이브커머스>

    

 나. 비계량실적

   ❍ I like K-food 특별존 설치 및 신규 입점 지원

     - 전년도에는 롯데마트 소매점에만 특별존을 설치하였으나, 올해는 

창고형도매점인 롯데그로시어에도 특별존을 설치하여 보다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K-food 판촉 및 홍보 전개

* 특별존 내각종게임이벤트행사를통해한국의맛과 재미를 통해 체험토록 유도

     - 롯데마트 및 롯데그로시어에 입점하지 못한 ML보유 제품에 대해서 

신속한 입점절차 진행. 특히, 입점비 할인으로 신규입점에 대한 부담 경감

     - 특별존과 온라인몰을 연계한 O2O서비스로 다양한 판매망 연계

No 항목 1회 (10월2일)  2회 (10월9일)  3회 (10월14일)

1 진행 상품 

스낵&음료 라면 스낵&음료

(팔도)뽀로로 음료4종,

(롯데제과) 빼빼로3종,

          롯데와플

(농심)신라면

(팔도)해물라면

(삼양식품)불닭볶음면,

        불닭치즈볶음면

(정식품)바나나 입안가득 

        두유 

(오뚜기)꿀유자차,꿀생강차 

(대상)딸기쨈,야채·고기스프

2

진행자
Furrycitra

(팔로우 57,810)

Furrycitra

(팔로우 357,810)

Michimomo

(팔로우 204,648)

기타

홍보효과  

(좋아요)

8,875회 8,965회 2521회

3

라이브방송

참여뷰
1,200회 1,400회 1,200회

실시간 방송 약700회 약800회 약650회

다시보기 약500회 약600회 약550회

4 미디어커머스 - - 7,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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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커머스 입점 및 비대면 마케팅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패턴변화에 대응한 e-커머스 입점ㆍ판촉 추가

     - 특히, 신속한 e-커머스 입점을 위해, 롯데마트를 활용한 O2O방식으로 

추진, 별도의 입점심사 없이 롯데마트에 입점한 K-food 모두 즉시

판매 가능

   ❍ 쿠킹클래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효율성 극대화

     - 전년도 호평을 받았던 쿠킹클래스를 영상으로 제작, 이를 온라인에

홍보하고 e-커머스에 연계하여 상품구매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