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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판매플랫폼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개요 : 판매플랫폼 구축사업 

   ❍ I LIKE K-FOOD♡ in Vietnam

   ❍ I LIKE K-FOOD♡ in Indonesia

   ❍ 태국 유통시장 국내 농림축산품 수출 추진

2. 추진 내용

 ❍ (베트남ㆍ인도네시아) 신규제품 현지 수입허가부터 대형유통업체 입점ㆍ

판촉까지 일괄 지원하는 ‘one-stop 플랫폼’ 제공

     - 신규 수출기업ㆍ제품의 현지 수입허가 취득, 운송ㆍ통관ㆍ재고관리, 

현지 대형유통업체 정식입점, 온오프라인 판촉·홍보와 현지국가 관련 

시장ㆍ법률정보까지 제공하는 One-stop 플랫폼 제공

     - 특히,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트렌드 확대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지 유력 e-커머스 입점ㆍ판촉까지 사업 확대

     - 또한, 오프라인 매장과 e-커머스를 연동하여 시너지효과 유발

신규기업

수출입 지원
신규입점 지원 판촉·홍보 정보제공

-현지 수입허가(베트남

꽁보, 인니 ML) 취득

-피킹·패킹, 운송, 통관,

수출입신고, 보관지원

ㆍ정식신고 원칙(수출

신고필증)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

ㆍ(베트남) 빈마트 등

ㆍ(인니) 롯데마트 등

※ QR코드 연동 홍보

-(온라인) e-커머스

ㆍ(베트남) 티키, 쇼피등

ㆍ(인니) 토코페디아,

해피프레시 등

※ O2O방식 연동

- 현지화마케팅실시

ㆍ(베트남)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연계 판촉,

빅모델 마케팅, 한

베컬쳐페어 참가,

SNS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언론홍보

ㆍ(인니)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연계 판촉,

온라인쿠킹클래스,

공중파CF, SNS 마케팅,

라이브커머스, 언론

홍보

-코로나19 현지상황

및 정부긴급정책

-해당국 수입법률, 제도

-통관검역주요이슈

-현지시장조사

-현지식문화

-주요유통채널정보

   ❍ (태국) 수출 유망품목을 현지 홈쇼핑채널, 백화점, 슈퍼마켓, 온라인몰 

등 해당품목에 적합한 유통채널에 입점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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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성과 요약

 <I LIKE K-FOOD♡ in Vietnam>

 ❍ 신규기업의 수출 및 현지시장 정착 기반 마련  

- 베트남 진출경험이 없는 기업ㆍ제품을 협회가 수입허가(꽁보) 취득부터  

주요 로컬대형마트와 e-커머스에 입점까지 지원하여 현지시장에 정착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응, e-커머스 입점 및 비대면 마케팅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패턴변화(비대면 구매 증가)에 대응한 e-커머스 

입점·판촉 신속 추가

- 온라인마케팅 강화 및 온․오프라인 연동 추진 

* QR코드를 통한 오프라인매장-온라인몰 연동, 라이브커머스 도입, 영상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미니게임 등

❍ 현지 대형유통업체 POS 구역 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한국식품 판촉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한국계 롯데마트는 물론, 로컬마트인 빈마트의 계산대 범위 내에 장기간

특별판매존을 구성한 사례는 유례 없는 성과임(타 국가특별존 無)

- 특히, 매장 별 핵심동선(신선식품 매대 옆, POS 옆 등)에 공간을 확보하여 

최대성과 도출 예상

 ❍ 베트남 최대유통업체인 빈마트 협력관계 강화

- ’19년 12월 마산그룹의 빈커머스 합병으로 내부시스템이 변경됨에도 불구, 

지속적인 협업관계 강화로 31개점과 정식매대 입점 계약

- 빈마트 측, 특별존 임차계약을 진행한 5개점 외에 추가매대·존 무료제공

* 특별존 3개점, 아일랜드선반 4개점 등 무료 제공

 ❍ 현지 재난 시 기부행사를 통한 K-Food 홍보

- 코로나-19 및 중부지역 홍수 발생 시 참가기업 제품을 기부하여, 

K-Food와 국가 이미지 상승 기여 및 제품 간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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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K-FOOD♡ in Indonesia>

 ❍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창고형도매점까지 확대 

- 전년도에는 롯데마트 소매점에만 특별존을 설치하였으나, 올해는 창고형

도매점인 롯데그로시어에도 특별존을 설치하여 보다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K-food 판촉 및 홍보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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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호평 받은 쿠킹클래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효율성 극대화

- 코로나19로 시식행사가 불가하여, 전년도 호평을 받았던 쿠킹클래스를 영상으로

제작, 이를 온라인에 홍보하고 e-커머스에 연계하여 상품구매 유도

* 쿠킹클래스: 유명 한국인 쉐프를 섭외, 참가제품을 활용한 한식 레시피 제공

 <태국 유통시장 국내 농림축산품 수출 추진>

❍ 현지시장에 맞는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 해당품목에 적합한 유통 

채널에 입점 및 판매

- 수출유망품목(유산균, 콜라겐, 홍삼, 유자청)을 선정, FDA 허가취득 후 해당

품목에 적합한 유통채널(홈쇼핑채널, 백화점, 슈퍼마켓, 온라인몰)에 입점 지원

- 특히, 태국 현지 건강식품 FDA 허가 전문업체를 통해, 국내 수출 건강

식품 현지 허가 기간 단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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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LIKE K-FOOD♡ in Vietnam

1. 사업개요

  □ (사 업 명) I like K-food in Vietnam

  □ (사업기간) ’20. 3. 1. ∼ 11. 30.

  □ (지원한도) 사억 칠천 오백만원(475,000,000원)

  □ (사업장소) 하노이 사업장 소재지 및 주요 e-커머스 채널

  □ (참가기업 및 품목) 25개사 211품목

* ‘20년도 신규 참가기업 굵은글씨 표시(9개사)

* [별첨1] 베트남 사업 참가기업 및 제품 리스트

  □ (주요 사업내용) 수출부터 마트입점 후 판매까지 One-Stop 지원

  

< 2차년도 주요 추진내용>

▹ 빈마트 정식입점 매장확대 (‘19년 9개점 → ’20년 32개 매장)

▹ 시식행사 개선 (‘19년 기입점 위주 → ’20년 신규입점 제품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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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기업>

강원인삼농협, 궁전방, 금산흑삼, 넥스처이원, 대상, 동원F&B, 롯데푸드,

삼양식품, 신선어람, CJ제일제당, 아임디엔엘, 연세우유, 영풍, 오그래,

오뚜기, 자연터, 정식품, 종근당, 진성에프엠, 카페베네, 케이에프, 풀무원식품,

플럭스컴, 한일식품, 홍무역 <총25개사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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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세부사업 내역

가. 수출 및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 지원

‧ 신규 수출희망기업 수입허가서 발행

‧ 대형유통업체 및 e-커머스 입점심사 지원

‧ 초도물량 수출지원(집하, 운송, 통관 등 전 과정)

나. 특별존 설치 ․ 운영
‧ 특별존 내 시식/시음회 등 판촉행사 

‧ 특별존 설치 및 관리매대 추가 확대

다. 대형행사 연계 판촉
‧ K/V-Culture Fair 내 I Like K-Food관 운영 및 판촉 

‧ 빈아이디 럭키드로우 페스티벌 연계 판촉

라. 현지화 온 ․ 오프라인

    마케팅

‧ SNS 마케팅(페이스북, 유튜브)

‧ 빅모델 마케팅

‧ 여성의날 빈마트 연계 프로모션

‧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티키, 페이스북)

‧ 현지언론보도

‧ 배너홍보(티키, 소피, 하노이 103곳)

‧ 쿠폰홍보

‧ QR코드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

‧ 이메일, SMS 마케팅

2. 사업 세부추진내용 

 가. 수출 및 로컬대형마트 입점 지원

  □ (개요) 신규 수출희망기업 수입허가(꽁보) 발급, 대형마트/e-커머스 입점

및 초도 물량 수출지원(집하, 운송, 통관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수출지원

❍ 수입허가서(Cong Bo)발행

     - 신규수출 5개사의 19개 품목 발행 완료

* 강원인삼농협(8), 영풍(4), 자연터(3), 진성FM(2), 카페베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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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도물량 수출지원(집하, 운송, 통관 등 전 과정)

     - 수출 5개사 22개 품목(* 수출실적 : USD 38,759)

* 오그래(3), 홍무역(5), 카페베네(3), 궁전방(3), 강원인삼농협(8)

  □ 로컬대형마트 입점지원

❍ 신규입점지원

* 기업수는 일부 중복표시

※ 입점비 : (빈마트) 20,000천동 → 5,000천동, (롯데마트) 무료

❍ (직거래 희망기업지원) 4개사 61개 품목

     - ‘19년도 현지 대행사 코드로 입점한 기업의 직거래 전환 및 

신규참가기업 직거래 지원

* (빈마트) 동원F&B, 롯데푸드 / (롯데마트) 풀무원

구분 유통채널 입점완료 입정승인 심사중

오프라인

빈마트

(12개사 54품목)
8개사 29품목 3개사 14품목 3개사 11품목

롯데마트

(12개사 49품목)
7개사 25품목 2개사 8품목 3개사 16품목

온라인

빈아이디

(11개사 54품목)
10개사 44품목 1개사 6품목 2개사 4품목

티키

(14개사 60품목)
11개사 40품목 2개사 8품목 2개사 12품목

소피

(11개사 39품목)
10개사 30품목 1개사 7품목 1개사 2품목

페이스북

(15개사 62품목)
15개사 51품목 2개사 11품목

라자다

(11개사 33품목)
11개사 32품목 1개사 1품목

기프트팝

(4개사 16품목)
2개사 7품목 2개사 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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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like K-food」특별존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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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재고·오더 관리, 시음·시식 및 마트 연계 프로모션

❍ (기간) 2020년 4월 1일 ~ 11월 30일

❍ (장소) 대형로컬마켓 및 주요 e-커머스

  □ 입점 채널 다양화

❍ (기존) 빈마트 5, 롯데마트 2→ (변경) 빈마트 8, 롯데마트 1, e-커머스 6

     - 빈마트 요청에 따라, 특별존 매장 확대(추가 3개점 임차료무료)

     - 롯데마트 특별존 무료제공

유통채널 세부설명

오

프

라

인

빈마트

(31개점)

ㅇ (특징) 베트남 최다 점포보유 유통업체

- 스카이레이크, 로얄시티, 응웬치탕, 리에우지아이, 탕롱, 롱비엔,

쩐주이훙, 쯕혜

* ‘19. 12월. 빈그룹의 빈커머스→마산그룹(식품분야1위)인수합병

ㅇ (입점) 특별존(8개점) / 일반매대(23개점, *전용매대 5개지점포함)

- 가드니아, 꺼우저이, 넛떤, 다이라, 도이껀, 떠이호, 라타잉, 룽이옌,

레둑토, 리타이또, 바찌우, 박뜨리엠, 부우짭뿍, 쑤언디에우, 응엔반꾸,

옌소우, 팜응옹타익, 쭝옌, 쭝화, 타이티잉, 타임시티, 투에쿠에, 하동

※ 특별존 (기존) 5개점→ (변경) 8개점(* 마트 측 요청, 임차비 무료)

※ 일반매대입점은각특별존의우수판매상품을각지점MD가발주시입점

롯데마트

(1개점)

ㅇ 특별존 설치운영 및 입점(1개점)

- 꺼우저이(* 우수판매상품은 롯데마트 14개점에 입점가능)

온

라

인

빈아이디

(VinID)

ㅇ 베트남 1위 기업 빈그룹의 온라인샵(기존Adayroi와 합병)

ㅇ E-지갑 및 쇼핑연계/온라인몰(삼성페이와 유사)

ㅇ I Like K-Food 특별존 운영 및 QR코드를 통한 오프라인샵과 연계

티키

(Tiki)

ㅇ 베트남 토종기업, 베트남 내 온라인쇼핑몰 2위

ㅇ 1일/2시간 배송시스템 운영(쿠팡 로켓배송과 유사)

ㅇ I Like K-Food 판매자샵 운영

기프트팝

(Giftpop)

ㅇ 베트남 기프트콘 기업 2위

ㅇ 다양한 모바일 바우처 기반으로 자체 쇼핑몰 운영

ㅇ I Like K-Food 단기 행사 판매자샵 운영

페이스북

(Facebook)

ㅇ 베트남, 전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 7위 국가

ㅇ SNS 판매 시장 지속 성장 중

ㅇ I Like K-Food 판매자샵 및 온라인 생방송판매 운영

소피

(Shoee)

ㅇ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온라인쇼핑몰 1위

ㅇ I Like K-Food 판매자샵 운영

라자다

(Lazada)

ㅇ 동남아시아 온라인쇼핑몰 2위

ㅇ I Like K-Food 판매자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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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존 설치 현황

❍ (오프라인) 빈마트 8개점, 롯데마트 1개점

    ① 빈마트 리에우지아이

     ‧ B1, Lieu Giai Vincom Center, 29 Lieu Giai , Ngoc Khanh Ward, Ba Dinh Dist., Hanoi

   

    ② 빈마트 로얄시티

     ‧ B2, Royal City Shopping plaza, 72 Nguyen Trai, Thanh Xuan Dist., Hanoi.

   

    ③ 빈마트 응웬치탕

     ‧ B1 VinCom Nguyen Chi Thanh, 54 A Nguyen Chi Thanh, Dong Da Dist., Ha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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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빈마트 스카이레이크

     ‧ Vinmart Skylake, Level 1, Vincomplaza Skylake, My Dinh Ward, Bac Tu Liem Dist, Hanoi

   

    ⑤ 빈마트 탕롱

     ‧ Building 28T, Thang Long International Village, Tran Dang Ninh Street, Hanoi.

   

    ⑥ 빈마트 롱비엔

     ‧ Level 1, VinCom Center Long Bien, Viet Hung Ward, Long Bien Dist, Ha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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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빈마트 쯕혜

     ‧ 19 Truc Khe, Lang Ha Ward, Dong Da District, Hanoi.

   

    ⑧ 빈마트 쩐주이홍

     ‧ Level 2, Vincom Tran Duy Hung, Trung Hoa Ward, Cau Giay Dist., Hanoi.

   

    ⑨ 롯데마트 꺼우저이

B1, 1F Discovery Complex, 302 Cau Giay, Dich Vong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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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K-Food 특별 전용 아일랜드 매대(4개점)

쑤언지에우

쭝옌

투이케에

하동



- 12 -

❍ (온라인) 주요 e-커머스 內‘한국식품관(I Like K-Food)’

    ① 빈아이디(VinID, *앱으로 접속가능)

   

공식스토어 판매리스트 공식스토어 판매페이지

    ② 티키(TiKi, https://tiki.vn/cua-hang/i-like-k-food)

   

티키 판매자 스토어 메인페이지 티키 판매 페이지

    ③ 소피(Shopee, https://shopee.vn/ilikekfood)

   

소피 판매자 스토어 메인페이지 소피 판매 제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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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프트팝(Giftpop, https://www.giftpop.vn/brandshop/list?view&brand_code=ILIKEKFOOD)

   

기프트팝 판매자스토어 기프트팝 배너홍보

    ⑤ 페이스북 판매자 스토어(https://www.facebook.com/kfoodlike/)

* 판매자 샵 및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한 판매 동시 진행

   

페이스북 판매자 스토어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⑥ 라자다 판매자 스토어(https://www.lazada.vn/shop/i-like-k-food/)

   

라자다 판매자 스토어 메인페이지 라자다 판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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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ood 특별존 시음 시식 판촉행사 

❍ (내용) 시식행사, 고객반응조사, 1+1‧․2+1 할인행사 동시진행

❍ (기간/장소) 2020년 6월~7월, 9월~11월 / 특별존

* 코로나-19 재발로 정부 정책상 8월 시식행사 미실시

❍ (시식횟수) 총 100회 시식행사 실시

<시식행사 총괄 일정표>

날짜 기업 제품명 횟수
(실시매장)

6. 5. 카페베네 에이드 3종 5

6. 12. 궁전방 떡볶이 3종 4

6. 13. 궁전방, 카페베네 에이드 3종, 떡볶이 3종 1

6. 14. 궁전방, 카페베네 에이드 3종, 떡볶이 3종 1

6. 19.
풀무원 호떡만두 3

궁전방, 카페베네 에이드 3종, 떡볶이 3종 2

6. 26. 홍식품 한라봉에이드 5

7. 10.
넥스쳐이원 크리스피롤 3

아엠디엔엘 영미떡볶이 3

7. 11. 아엠디엔엘 영미떡볶이 5

7. 17.
신선어람 어포스 2종 6

넥스쳐이원, 아엠디엔엘 크리스피롤, 영미떡볶이 1

7. 24. 오뚜기 떡볶이 6

7. 31. 대상 김스낵 5

9. 12. 궁전방 떡볶이 5

9. 19. 아엠디엔엘 떡볶이 5

9. 26. 신선어람 어포스 2종 5

10. 3. 신선어람 어포스 2종 5

10. 9. 롯데푸드 더블비안코 5

10. 17. 아엠디엔엘 영미떡볶이 5

10. 23. 한일식품 우동 2종 5

10. 30. 삼양식품 붉닭시리즈 5종 5

11. 13. 동원, KF 떡볶이 2종, 배즙 5

11. 14. 영풍 떡볶이 3종 5

합계 16개사 36 품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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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식반응

참여사 시식제품 시식반응

궁전방

뽀끼뽀끼�떡복이� 3종

(오리지널,� 까르보나라,�

매운맛)

◆� 매우�맵지만�맛있으며�눈에�띄는� 깔끔한�패키지

◆�타브랜드와�비교시�매우�비싼편

넥스쳐이원 크리스피롤�바닐라
◆�약간�느끼하고�바삭하여�향이�풍부

◆�쉽게�먹을수�있어서�편리

대상 김스낵
◆�맛잇고,� 다양한�맛으로�있어� 좋음

◆�적절한�가격이라�구매의사가�높음

동원F&B 떡볶이� 2종
◆�쫄깃하고�향이�풍부하며�맛있게�매움

◆�패키지가�매력적이고,� 가격이�적당해서�좋음

롯데푸드 더블비안코
◆�달콤하고�시큼함이�조화를�이뤄� 매우�맛있음

◆�적절한�가격이며�패키지�구조가�특이하고�편리

삼양식품 불닭시리즈� 5종
◆�매우�맵지만�단계별로�있어서�도전해보고�싶음

◆�적정가격이나�한편으로�조금비싸다는�의견도�있음

신선어람 어포스� 2종
◆�생선맛�및� 향이� 풍부하고�바삭하며�맛있음

◆�적정가격으로�구매의사가�높고,� 맥주와�함께�마시고�싶음

아엠디엔엘 영미떡볶이
◆�맵지만�맛있고,� 소스가�매우� 맘에� 듬

◆� 캐릭터가�맘에�들고,� 타브랜드와�비교시�매우�비싼편

영풍 핑크로켓�떡볶이
◆�맵고�향이� 풍부하며�맛있음

◆�적절한�가격과�패키지가�간편하고�이쁨

오뚜기 떡볶이
◆�맛있고,� 다양한�맛이� 구비되어�좋음

◆�적절한�가격,� 깔끔한�패키지

카페베네 에이드� 3종
◆�간편한�패키지로�쉽게�음용가능하고�가격이�적당함

◆�약간�단맛이�강해,� 희석시켜�먹어야될�것� 같음

풀무원 호떡만두
◆�특이하나�맛있음

◆�가격이�비싼편이나,� 흥미로움

한일식품 우동� 2종
◆�편리한�요리법과�맛이�좋아�만족

◆�적절한�가격으로�구매�의사�있음

홍무역 한라봉에이드
◆�탄산이�너무� 많고,� 귤‧패션프룻맛이�조금�남
◆� 깔끔한�패키지�및�적절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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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별 시식행사 이미지

      ① 빈마트 스카이레이크

      ② 빈마트 로얄시티



- 17 -

      ③ 빈마트 응웬치탕

      ④ 빈마트 리에우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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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빈마트 탕롱

      ⑥ 롯데마트 꺼우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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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존 전용선반 모니터 홍보

❍ 특별존 및 매장 내 모니터 설치를 통하여 동영상으로 제품홍보

* (동영상) 유튜브 페이스북 홍보제작영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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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형 이벤트 연계 판촉

  □ 빈아이디 럭키드로우페스티벌

❍ (기간) 7월 ~ 11월(약 5개월)

❍ (내용) 경품추첨을 통한 바우처 배부로 VinID 내 공식스토어에서

제품구매 유도

     - VinID가 공식 SNS스토어 및 고객 대상 이메일·SMS 홍보 진행

     -‘I Like K-Food’공식스토어에서만 사용가능한 바우처 배부

❍ 운영이미지

  

  

경품추첨 이미지 앱 배너광고 - 어카운트팝업

SNS 홍보 홈페이지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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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K/V Culture Fair Hanoi」I like K-food관 참가

❍ (일자) 11. 6.(금) ~ 11. 8.(일)

❍ (장소)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 앞 10개 부스

❍ (주요활동) I Like K-Food관 구성을 통해 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및 제품 프로모션 판촉 기회 제공

❍ (참가기업) 강원인삼농협, 궁전방, 금흑, 대상, 롯데푸드, 삼양식품,

신선어람, CJ제일제당, 아엠디엔엘, 연세우유, 영풍, 오뚜기,

종근당, 풀무원, 플럭스컴, 카페베네, 홍무역(가나다순, 17개사)

❍ (관련사진)

I Like K-Food관 부스 전경

기념품 1(풍선) 기념품 2(종이백)



- 22 -

 라. 현지화 홍보 마케팅

  □ (SNS 홍보) 영상제작을 통한 제품 연계 홍보 및 이벤트소개

❍ 페이스북

     - (팔로워/좋아요) 12,842명 / 12,871명 

     - (링크) https://www.facebook.com/kfoodlike

     - (게시물) 187개 (* 미니게임 14회, 광고 67회)

❍ 유튜브

     - (팔로워/조회수) 2,780명 / 250,972회 

     - (링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Pq8Ku2s32ez_9yhN--Nd3Q

     - (포스트/영상제작) 27개 / 20개

I Like K-Food 유튜브

I Like K-Food 페이스북 포스팅 미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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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모짜치즈(5.14.) 궁전방 뽀끼뽀끼 3종(5. 31.)

카페베네 음료(6. 20.) 신선어람 어포스(6. 22.)

오그래 시리얼 3종(7 .6.) 종근당 홍삼 3종(7. 25.)

I’mDNL 영미떡볶이(7. 30.) 대상 김자반 및 김3종(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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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진짜장(8. 20.) 홍무역 과자 4종(8. 27.)

진성FM 소스 2종(9. 4.) 강원인삼농협 8종(9. 11.)

삼양식품 불닭시리즈 5종(9. 21.) 연세우유 두유 2종(9. 28.)

자연터 슬림모어 3종(10. 3.) CJ제일제당 다담떡볶이소스(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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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모델 마케팅

❍ (개요) 빅모델 바오타잉을 계약하여 베트남 내 모든 홍보에 적용

     - 하노이 주요 장소 LCD 홍보(약 103곳)

     - 특별존 POP 홍보(빈마트 8, 롯데마트 1)

     - 미디어 홍보(신문2, 하노이티비)

     - I Like K-Food 모델(페이스북, 유튜브, 티키, 빅모델 페이스북 등)

     - 여성의 날 및 6주년 빈마트 기념일 행사

롯데푸드 아이스크림 2종(10. 27.) 넥스쳐이원 스낵 3종(11. 2.)

금산흑삼 홍삼 3종(11. 17.) KF 배즙 (11. 12)

홍보이미지 홍보배너이미지 빅모델페이지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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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의 날(10. 20.) 기념 홍보․판촉

❍ (진행기간) 10. 10. ~ 10. 20.(11일간)

❍ (운영방식) 여성의 날 기념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한 구매유도

    ① 빅모델 연계, 여성의 날 특별존 할인이벤트 및 홍보

    ② Tiki 바우처 행사

바오타잉(Bao Thanh)

○ 이미지 : 건강, 가족적(*여러드라마 주연여배우,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 페이스북 팔로우 : 1,306,544명

* 개인 : https://www.facebook.com/baothanh.bud(778,968명)

오피셜 : https://www.facebook.com/baothanhofficial90/ (527,576명)

○ 대표 페이스북 홍보제품 : 유명 식품, 차, 화장품, 소비재, 온라인 몰 등

* (식품) 심플리(식용유), 메기(소스), 크놀(조미료), 두위(도넛), 코카콜라(음료) 등

(이외) 벤츠, 설화수, 올레이, 소피, 빈아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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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여성의날 기념 미니게임 행사(페이스북)

    ④바이시클로드쇼(10. 17.)

  □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 (일정) ‘20. 8. ~ 매주 2회씩(총 12회 진행, 11월 10일 기준)

* 코로나 19로 오프라인행사 제약에 대한 대안으로 8월부터 시행    

     - (진행방법) 제품 소개 및 시식 ․ 판촉

     - (참가제품) 신규수출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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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8.13.) 오그래(8.21.)
영미떡볶이 및
신선어람(8.25)

홍식품(8.29)

떡볶이 시리즈
데이(9.3.)

카페베네(9.9)
홍식품

신선어람(9.17.)
종근당(9.26)

종근당 궁전방
영미떡볶이(10.2)

카페베네(10.10)
세일대잔치 10.

17.
영미떡볶이

최대할인(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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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언서 라이브 스트리밍

❍ (목적) 인플루언서를 통한 자체채널 및 참가기업․제품 홍보판촉 강화

❍ (일정) 60분 / 총 5회

   

참가기업 풀무원 오뚜기 삼양식품 대상
CJ

제일제당

일정 10. 23.(금) 10. 24.(토) 10. 30.(금) 10. 31.(토) 11. 4.(일)

참가제품
떡볶이2종

(냉장)
라면 2종

불닭시리즈

5종
홍초 2종

건강기능식품

2종

참

가

채

널

티키 O O

페이

스북
O O O O O

기업

프로모션
1+1 3+1

인플루언서
트란 푸엉

안

응언 뚜

후엉

당 티

후이

트란 푸엉

안
띠오 넙

(팔로워) (214,123) (204,640) (113,357) (214,123) (204,411)

❍ (진행방법) 제품 활용법 설명, 요리시연 및 시식을 통한 홍보․판촉

     - (Tiki 이벤트) 300천동 이상 주문시 할인쿠폰 배부

     - (페이스북 이벤트) 5개 제품 이상 구매시, 15% 할인 및 무료배송

❍ (방송채널) 페이스북 및 Tiki(동시송출)

     - 실시간방송과 히스토리 지속적 저장/리플레이 가능 

     - 인플루언서 개인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추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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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미지

     - (페이스북) 5회, 5개사 13개 품목

풀무원 떡볶이 2종(냉장)

오뚜기 라면 2종

삼양식품 불닭시리즈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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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키) 2개사 4개품목

※ 라이브 스트리머 페이스북 페이지

- (트란 푸엉 안) www.facebook.com/tranphuonganh1912

- (응언 뚜 후엉) https://www.facebook.com/huongmoon1110

- (당 티 후이) https://www.facebook.com/XubiRuby.hue

- (띠오 넙) http://www.facebook.com/tieungocbu

오뚜기 CJ제일제당

대상 홍초 2종

CJ 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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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마트 6주년 기념일 프로모션(11월)

❍ (기간/장소) 11월, I Like K-Food 특별존

❍ (운영방식) 빈마트와 협업하여 특별존 및 제품홍보

     - (쇼핑 카탈로그) A4 카탈로그 1/4페이지에 제품 및 프로모션

     - (선반와블러(Wobbler)) 특별존 내 마트 와블러 설치

     - (카트광고) 카트에 빅모델 활용 홍보배너 설치

     - (온라인 홍보) 빈마트 SNS 페이지 내 홍보, 빈마트 이메일 마케팅

     - (할인행사) 골든 프라이데이 참가

* (골든 프라이데이) 11월중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할인행사

쇼핑 카탈로그 카트광고

선반 와블러 빈마트 SNS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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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언론보도

❍ 코로나-19관련, 최대병원 박마이 병원 의료진 K-Food 기부(4. 3.)

❍ 여성의 날 기념 “I Like K-Food” 특별이벤트(10.13.)

Dan Tri Vietnamnet

(링크)
https://dantri.com.vn/doi-song/i-like-k-food-tiep-suc-bv
-bach-mai-bang-thuc-pham-ngon-han-quoc-2020040
3171622747.htm

(링크)
https://vietnamnet.vn/vn/doi-song/am-thuc/i-like-k-food-tiep-suc-bv-ba
ch-mai-bang-thuc-pham-ngon-han-quoc-630465.html?fbclid=IwAR3iYF
AiY8mDFFp1rjLUWAsJkLeHjsDeTS5sXsoQvLzdmpH_STzLpzgsStI

Dan Tri(10.13) Vietnamnet

(링크)
https://dantri.com.vn/doi-song/i-like-kfood-danh-tang-ph
u-nu-viet-chuoi-su-kien-dac-biet-dip-2010-202010
13152205489.htm

(링크)
https://m.vietnamnet.vn/vn/doi-song/am-thuc/i-like-k-
food-danh-tang-phu-nu-viet-chuoi-su-kien-dac-biet-
dip-20-10-680778.htmlpzgs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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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V컬쳐페어 하노이(11. 8.)

❍ 중부 수재민 학생들에게 K-Food 기부(11.10)

HTV(하노이티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jCPdMZ-0Lc

HTV(하노이티비)

(링크)
http://hanoitv.vn/tang-co-hoi-giao-thuong-hang-hoa-viet-nam--han-quoc-v153321.html?fbclid=IwAR1z
mO0Y5ob5Dez0h9z-mHRq7v0dkgLc8REBjz-PSehjPfslrJrNEtaFsNU

HTV(하노이티비)

(링크) https://vietnamnet.vn/vn/ban-doc/chia-se/la-thu-yeu-thuong-hoc-sinh-ha-noi-gui-toi-cac-ban-mien-trung-6872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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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신문)

․사업개시

식품저널(3.19.) 식품음료신문(3.19.)

(링크)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
xno=73274

(링크)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
xno=86802

식약일보(3.19.) 푸드아이콘(3.19.)

(링크)
http://www.kfdn.co.kr/45889

(링크)
https://www.foodicon.co.kr/news/articleView.html?id
xno=6789

식품외식경제(3. 23.) 농축환경신문(3.26.) 농업축산신문(3.30.)

(링크)
https://www.foodbank.co.kr/news/arti
cleView.html?idxno=59488

(링크)
http://www.nonguptimes.com/new
s/articleView.html?idxno=3306

(링크)
http://www.ncnnews.kr/news/articl
eView.html?idxno=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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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병원 박마이 병원 의료진 K-Food 기부(4. 2.)

․I Like K-Food 2020 구축사업 관련 인터뷰(7. 30.)

식음료신문 식품저널뉴스 식약일보

(링크)
http://www.thinkfood.co.kr/news/a
rticleView.html?idxno=86931

(링크)
http://www.foodnews.co.kr/news/a
rticleView.html?idxno=73412

(링크)
http://www.kfdn.co.kr/sub_read.ht
ml?uid=46064

식품저널

(링크)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63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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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너홍보

❍ (티키) 공식 SNS 채널을 통해 I Like K-Food 사업참가사 제품 홍보

❍ (빈아이디) 공식스토어 배너 홍보 및 행사 알림배너광고

티키 공식 페이스북 티키 공식 인스타그램 티키 측 배너광고

빈아이디 공식스토어배너 홍보 빈아이디앱 배너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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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트팝) 메일페이지 및 스토어 배너홍보

❍ LCD 배너 홍보

     - (장소) 하노이 주요 103곳

․(A급) 복합건물 29, 빌딩 33, 아파트 1 (총 63곳)

․(B급) 복합건물 23, 빌딩 15, 아파트 2 (총 40곳)

     - 관련이미지

* [별첨3] 참고

기프트팝 메인페이지 배너홍보 기프트팝 스토어 배너홍보



- 39 -

  □ 쿠폰홍보

❍ (빈아이디·티키) K-Food 채널 내에서만 사용가능 쿠폰 배부를 

통한 구매 유도

빈아이디 티키

  □ QR코드를 통한 온 오프라인 연계 판촉

❍ 오프라인 재고소진 제품 온라인 구매 사이트 연계 및 제품 홍보

* (QR연계사이트) 페이스북, 유튜브, 티키, 빈아이디, 소피 등

   

QR코드 홍보물 설치 확대 이미지 QR코드 홍보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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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SMS 마케팅

❍ 빈아이디, 빈마트 고객 대상 I Like K-Food 행사 안내

이메일 SMS 마케팅

 

  □ 미니게임(총 14회)

오그래 오그래

홍무역 독립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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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역 궁전방

궁전방 아엠디엔엘

아엠디엔엘 신선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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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 페이스북

신선어람 아엠디엔엘

아엠디엔엘 여성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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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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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가. 계량실적(‘20년 3월~11월)

   ❍ 참가기업 및 품목 수출실적 : USD 15,320,513 

 

회사 번호 제품명 HSCODE 수출액(USD)

1
강원

인삼농협

1 홍삼캔디 등 2종 1704902090 349

2 홍삼농축액 등 4종 1302191210 11,261

3 아이엔홍삼 2106903029 4,992

2 궁전방 4 뽀끼뽀끼 등 3종 1901909091 6,900

3
넥스쳐

이원

5 요거트 젤리 등 2종 1704990000 1,504

6 크리스피롤 등 8종 1904109000 19,187

7 콩절미 등 3종 1905901090 8,312

4 대상

8 김스낵 등 7종 2008995010 788,315

9 토마토소스 2103202000 39,267

10 쌈장 2103901090 85,983

11 마요네즈 등 2종 2103909010 108,591

12 불고기양념 등 2종 2103909090 229,498

13 복분자 홍초 등 2종 2209001000 48,226

5 동원F&B

14 매운떡볶이 등 10종 1901909091 85,143

15 올리브 김 등 7종 2008995010 246,243

16 전복죽 등 11종 2104109000 102,390

6 롯데푸드 17 그릭요거트 등 10종 2105009090 249,354

7 삼양식품

18 불닭떡볶이 등 2종 1901909091 26,205

19 불닭볶음면 등 9종 1902301010 3,994,349

20 불닭소스 등 3종 2103909090 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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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무수출액 이외 계량 성과 기술

   ❍ 로컬 대형마트 입점지원

매장별 참여업체

품목수

판촉횟수
기입점

신규입점
완료

신규입점허
가(승인) 심사중

빈마트
25개사

211품목

13개사

159품목

8개사

29품목

3개사

14품목

3개사

11품목
95

회사 번호 제품명 HSCODE 수출액(USD)

8 CJ
제일제당

21 비비고 왕교자 1902200000 90,712

22 햇반 1904901010 142,376

23 해찬들 재래식 된장 2103901010 83,567

24 해찬들 고추장 2103901030 443,163

25 해찬들 쌈장 2103901090 265,343

26 백설 소불고기 등 4종 2103909090 296,251

9 연세우유 27 고칼슘두유 등 2종 2202999000 14,793

10 영풍 28 핑크로켓 등 6종 1901909091 7,023,790

11 오뚜기 29 라면 1902301010 419,757

12 종근당 30
6년근 홍삼진액 등 4종 2202999000 103,717

프로바이오틱스 2106909099 7,403

13 카페베네 31 수박에이드 등 3종 220299000 6,300

14 풀무원
식품

32 국물떡볶이 등 2종 1901909091 11,016

33 얄피만두 등 4종 1902200000 37,840

15 한일식품 34 본고장면 등 6종 1902301090 271,092

합 계 15,3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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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수는 일부 중복표시

   - 신규 입점 세부현황

유통
업체 구분 신규 입점업체 및 품목

빈마트

(12개사

54품목)

입점완료
8개사

29품목

금산흑삼(고려홍삼차마일드 등 7품목)

넥스쳐이원(크리스피롤 등 13품목)

오그래(잇 더 현미 브라운 등 3품목)

아임디엔엘(영미떡볶이)

카페베네(수박에이드)

케이에프(리얼배즙)

풀무원(얄피만두 김치 등 4품목)

홍무역(한라봉에이드)

입점허가

(승인)

3개사

14품목

강원인삼농협(홍삼캔디 등 2품목)

영풍(핑크로켓 떡볶이 등 10품목)

진성FM(자연품성 소불고기소스 등 2품목)

심사 중
3개사

11품목

강원인삼농협(홍삼 등 6품목, * 중복)

카페베네(오미자에이드 등 2품목, * 중복)

플러스컴(한보장 파워타임 등 3품목)

매장별 참여업체

품목수

판촉횟수
기입점 신규입점

완료
신규입점허
가(승인) 심사중

롯데마트
25개사

187품목

13개사

137품목

7개사

25품목

2개사

8품목

3개사

16품목
5

빈아이디
11개사

54품목

10개사

44품목

1개사

6품목

2개사

4품목

티키
14개사

60품목

11개사

40품목

2개사

8품목

2개사

12품목

소피
11개사

39품목

10개사

30품목

1개사

7품목

1개사

2품목

페이스북
15개사

62품목

15개사

51품목

2개사

11품목

17
(*라이브
스트리밍)

라자다
11개사

33픔목

11개사

32품목

1개사

1품목

기프트팝
4개사

16품목

2개사

7품목

2개사

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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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마트

(12개사

49품목)

입점완료
7개사

25품목

카페베네(레몬청 등 11품목)

종근당(홍삼진액)

궁전방(뽀끼뽀끼 등 3품목)

홍무역(핫잭 등 4품목)

아엠디엔엘(영미떡볶이)

신선어람(어포스 등 2품목)

오그래(잇 더 현미 브라운 등 3품목)

입점허가

(승인)

2개사

8품목

영풍(핑크로켓 떡볶이 등 6품목)

연세우유(고칼슘두유 등 2품목)

심사 중
3개사

16품목

금산흑삼(고려 홍삼차 마일드 등 7품목)

강원인삼농협(홍삼농축액 진세노 등 7품목)

진성FM(자연품성 불고기소스 등 2품목)

빈

아이디

(11개사 

54품목)

입점완료
10개사

44품목

카페베네(레몬청 등 11 품목)

종근당(오메가 3+ 등 7 품목)

궁전방(뽀끼뽀끼 등 3 품목)

홍무역(핫잭 등 5 품목)

아엠디엔엘(영미떡볶이)

신선어람(어포스 등 2 품목)

오그래(잇 더 현미 브라운 등 3 품목)

금산흑삼(고려 홍삼차 마일드 등 7 품목)

영풍(요뽀끼 스낵 등 4 품목)

KF(리얼배즙)

입점허가

(승인)

1개사

6품목
영풍(핑크로켓 떡볶이 등 6 품목, * 중복)

심사 중
2개사

4품목

카페베네(오미자에이드 등 2품목, * 중복)

진성FM(자연품성 불고기소스 등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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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키

(14개사

60품목)

입점완료
11개사

40품목

카페베네(레몬청 등 12품목)

종근당(오메가 3+ 등 7품목)

궁전방(뽀끼뽀끼 등 3품목)

홍무역(핫잭 등 5품목)

아엠디엔엘(영미떡볶이)

신선어람(어포스 등 2품목)

오그래(잇 더 현미 브라운 등 3품목)

KF(리얼배즙)

연세우유(고칼슘두유 등 2품목)

CJ제일제당(InnerB 등 2품목)

오뚜기(스파게티라면 등 2품목)

입점허가

(승인)

2개사

8품목

카페베네(파인애플 에이드, * 중복)

금산흑삼(고려 홍삼차 마일드 등 7품목)

심사 중
2개사

12품목

영풍(핑크로켓 떡볶이 등 10품목)

진성FM(자연품성 불고기소스 등 2품목)

소피

(11개사

39품목)

입점완료
10개사

30품목

카페베네(레몬청 등 11품목)

홍무역(핫잭 등 5품목)

아엠디엔엘(영미떡볶이)

신선어람(어포스 등 2품목)

오그래(잇 더 현미 브라운 등 3품목)

KF(리얼배즙)

연세우유(고칼슘두유 등 2품목)

오뚜기(스파게티라면 등 2품목)

대상(홍초)

진성FM(자연품성 불고기소스 등 2품목)

입점허가

(승인)

1개사

7품목
금산흑삼(고려 홍삼차 마일드 등 7품목)

심사 중
1개사

2품목
카페베네(오미자에이드 등 2품목, *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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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스북

(15개사

62품목)

입점완료
15개사

51품목

카페베네(레몬청 등 11품목)

종근당(오메가 3+ 등 6품목)

궁전방(뽀끼뽀끼 등 3품목)

홍무역(핫잭 등 5품목)

아엠디엔엘(영미떡볶이)

풀무원(국물떡볶이 등 2품목)

신선어람(어포스 등 2품목)

오그래(잇 더 현미 3품목)

영풍(핑크로켓 등 6품목)

케이에프(리얼배즙)

CJ제일제당(InnerB 등 2품목)

오뚜기(스파게티라면 등 2품목)

대상(홍초, * 회원사)

삼양식품(불닭소스 등 5품목)

강원인삼농협(홍삼순액미)

심사 중
2개사

11품목

영풍(요뽀끼 떡볶이과자 등 4품목, * 중복)

강원인삼농협(홍삼농축액 진세노 등 7품목, * 중복)

라자다

(11개사

33품목)

입점완료
11개사

32품목

카페베네(레몬청 등 11품목)

종근당(6년근 홍삼 캡슐 등 2품목)

궁전방(뽀끼뽀끼 등 3품목)

홍무역(포테이토잭 등 4품목)

신선어람(어포스 등 2품목)

케이에프(리얼배즙)

연세우유(고칼슘 두유 등 2품목)

CJ제일제당(InnerB 등 2품목)

오뚜기(스파게티라면 등 2품목)

대상(홍초)

진성FM(자연품성 불고기소스 등 2품목)

입점허가

(승인)

1개사

1품목
홍무역(핫잭 등 1품목, *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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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진출기업 수입허가서(꽁보) 발행 지원

- 협회 발행 : 5개사 19개 품목

기프

트팝

(4개사

16품목)

입점완료
2개사

7품목

종근당(6년산 홍삼 캡슐 등 5품목)

신선어람(어포스 등 2품목)

심사 중
2개사

9품목

금산흑삼(고려 홍삼차 마일드 등 7품목)

진성FM(자연품성 불고기소스 등 2품목)

주1) 입점허가 제품은 업체별 제품생산일정, 운송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 입점 중

※ [별첨2] 신규입점기업현황 참조

기업명 품목 제품명

강원

인삼

농협

홍삼 홍삼농축액 진세노 25

홍삼 굿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퓨어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스위트 굿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홍삼순액미

홍삼 아이엔홍삼

홍삼 홍삼캔디

홍삼 홍삼젤리

영풍

과자 요뽀끼 매콤달콤 떡볶이 스낵

과자 요뽀끼 치즈 떡볶이 스낵

과자 요뽀끼 화끈하고 매운 辛떡볶이 스낵

과자 요뽀끼 와사비 떡볶이 스낵

자연터

과채가공품 슬림모어 건조과일칩(토마토)

과채가공품 슬림모어 건조과일칩(사과)

과채가공품 슬림모어 건조과일칩(배)

진성FM
소스 불고기양념

소스 갈비양념

카페베네
음료 오미자에이드

음료 파인애플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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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진출기업 수출 초도 물량 발송(신규 수출 개시, 5개사 22개) 

- 수출금액 : USD 38,759

 ❍ K-Food 특별존 방문 노출 

  ❍ 시식행사 노출 

업체명 신고일자 제품 물품대

오그래 2. 13. 시리얼3종 $ 4,696 ₩ 5,527,366

홍무역 6. 25.
과자류 4종,

음료1종
$ 4,801 ₩ 5,755,041

카페베네 6. 30. 음료 3종 $ 6,300 ₩ 7,541,527

궁전방 7. 20. 떡볶이 3종 $ 6,900 ₩ 8,219,004

강원인삼농협 11. 27. 홍삼 8종 $ 16,062 ₩ 18,243,604

총합계 $ 38,759 ₩ 45,286,542

내용 산출내역 총참여 비고

롯데마트

남사이공
2,000명/일 방문ㆍ노출 x 90일 180,000명 4개월

롯데마트

꺼우저이
1,200명/일 방문ㆍ노출 x 270일 324,000명 9개월

빈마트

5개점
1,300명/일 방문ㆍ노출 x 270일 x 5개점 1,755,000명 9개월

빈마트

3개점
1,200명/일 방문ㆍ노출 x 90일 x 3개점 324,000명 3개월

총합계 2,583,000

내용 산출내역 총참여 비고

직접노출 시식 150명/일 x 5개점 x 20회 = 15,000명 15,000명
5개월

간접노출 방문 1,200명/일 x 100회(시식행사 횟수) 120,000명

합계 135,000명 (총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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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V Culture Fair 內 I Like K-Food관 노출 및 판매

- (평균 부스 당 방문객) 533명x10부스x3일=15,990명

- (평균 부스 당 판매액) 약70만원x10부스x3일=2천1백만원

  ❍ 빈아이디 럭키드로우 페스티벌 참가

  ❍ SNS 페이스북 총 노출

- (페이스북) 197개 게시(* 미니게임 14회, 광고 67회)

월 포스팅수 도달수 참여횟수 좋아요 댓글 공유

4월 4 187,840 8,348 892 455 16

5월 10 469,600 20,870 2,230 150 160

6월 6 281,760 12,522 1,338 276 146

7월 21 986,160 43,827 4,683 1,218 168

8월 36 1,690,560 75,132 8,028 1,953 1,008

9월 41 1,925,360 85,567 9,143 1,984 1,080

10월 50 2,348,000 104,350 11,150 2,552 1,448

11월 29 1,361,840 60,523 6,467 1,206 798

총계 197 9,251,120 411,139 43,931 9,794 4,824

내용 산출내용 노출수

홈페이지 배너노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배너 광고노출 1,648,790

앱배너광고 고객 스마트폰 앱푸시 배너광고 알림 7,121,832

미니게임 경품추첨진행 2,511,232

홈페이지 홍보게시글 배너광고 노출 1,187,565

페이스북 공식SNS를 통한 홍보 158,612

합계 12,62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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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니게임 총 14회 노출

② 광고 총 67회 노출

회차 참가회사 도달수 참여횟수 좋아요 댓글 공유

1 오그래 6,656 2,989 1,329 255 135

2 오그래 7,205 3,375 816 205 131

3 홍무역 4,155 2,294 297 172 517

4 독림기념일 52,416 16,089 867 663 592

5 홍무역 4,872 2,333 304 301 163

6 궁전방 5,912 2,311 504 561 244

7 궁전방 6,534 2,518 591 578 282

8 아엠디엔엘 4,003 1,996 549 496 270

9 아엠디엔엘 5,161 2,012 554 502 281

10 신선어람 18,894 7,308 2,802 438 264

11 신선어람 19,644 7,533 3,072 502 311

12 아엠디엔엘 13,655 3,815 1,576 638 362

13 아엠디엔엘 10,501 3,001 1,345 598 307

14 여성의날 18,815 3,978 2,398 232 165

총계 178,423 61,552 17,004 6,141 4,024

월 포스팅수 도달수 참여횟수 좋아요 댓글 공유

4월 2 91,520 3,956 402 435 14

5월 5 228,800 9,890 1,766 137 149

6월 3 137,280 5,934 1,211 259 133

7월 9 411,840 17,802 3,978 1,108 157

8월 11 503,360 21,758 7,612 1,689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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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커머스 결과보고(* 인플루언서제외)

※ 인플루언서 라이브커머스 결과보고

참가기업 풀무원 오뚜기 삼양식품 대상 CJ제일제당

일정 10. 23.(금) 10. 24.(토) 10. 30.(금) 10. 31.(토) 11. 4.(일)

참가제품
떡볶이2종
(냉장)

라면 2종
불닭시리즈
5종

홍초 2종
건강기능식품
2종

인플루언서 트란푸엉안 응언뚜후엉 당 티 후이 트란푸엉안 띠오넙

참여율 112,361 86,393 90,912 59,505 49,877

좋아요 2,498 3,419 5,382 5,447 6,015

댓글 565 461 418 458 780

공유 167 24 86 186 420

조회수 46,924 49,884 34,102 38,678 44,956

9월 10 457,600 19,780 8,104 1,812 1,015

10월 17 777,920 33,626 10,098 2,318 1,291

11월 10 457,600 19,780 5,711 1,098 709

총계 67 3,065,920 132,526 38,882 8,856 4,452

월 방송수 도달수 참여횟수 좋아요 댓글 공유 시청수

6월 4 15,072 2,448 1,028 1,036 308 3112

7월 4 16840 2884 1064 1964 660 3416

8월 4 25288 3504 1140 1628 540 3952

9월 4 39410 3660 1236 1756 616 4564

10월 4 43628 3692 1260 1844 620 4868

11월 4 46048 3816 1336 1592 460 4448

총계 24 186,286 20,004 7,064 9,820 3,204 2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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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27개 포스팅

번호 비디오명 시청수 제작영상

1 하노이 디스커버리 – HN1TV 2,931

2 I Like K-Food 2019 – VTV4 4,117

3 풀무원 12,474 O

4 I Like K-Food TVC 2017 3,407

5 I Like K-Food –VTV2 3,926

6 궁전방 12,839 O

7 카페베네 13,359 O

8 신선어람 11,857 O

9 오그래 12,339 O

10 종근당 13,296 O

11 아엠디엔엘 10,870 O

12 대상 8,360 O

13 오뚜기 12,499 O

14 영풍 8,061

15 홍무역 7,860 O

16 진성FM 12,331 O

17 강원인삼농협 11,033 O

18 삼양식품 16,930 O

19 연세우유 10,401 O

20 자연터 9,656 O

21 CJ제일제당 5,411 O

22 프로모션 M10—HN1 TV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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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언론보도(TV, 방송노출 계량 성과)

   - (산출기준) 방송국 자체 평균 시청률 활용

* 현재, 베트남 공식 시청률 조사기관 없음

   - 하노이TV : 하노이 정규방송, 스마트폰 및 인터넷(전국) 방영

   - 베트남 가구수 약 3천3백만/가구당 평균 가족수 2.5명기준

* 한국의 TV 시청률경제효과는 1,000원이므로 1/10 물가수준을고려해 100원으로측정

  ❍ 쿠폰홍보 - 여성의날 기념 쿠폰발행

   - 발행쿠폰 전량 사용(노출율 100%)

  ❍ 이메일 및 SMS 마케팅 노출

    - 이메일(EDM) 총 7,575,624회 발송 및 노출

    - SMS 광고 총 7,911,627회 발송 및 노출

프로그램명 시청률 노출인원(명) 경제효과

하노이TV

뉴스
6.8% 5,610,000

노출인원 및 시청률 대비 X 100원 =

약 5.6억원

23 롯데푸드 6,911 O

24 넥스쳐이원 5,713 O

25 KV Culture Fair 2020 HN1TV 4,962

26 금산흑삼 6,325 O

27 KF 5,246 O

총 계 237,167 20

쿠폰종류 배부수 금액 노출율

400,000(VND) 40장 16,000,000(VND) 100%

200,000(VND) 40장 8,000,000(VN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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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계량실적

□ 신규입점 관련

   ❍ 베트남 진출경험이 없는 기업 및 제품을 주요 로컬대형마트와 

E-커머스에 입점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특히, 베트남 수출경험이 전무한 기업의 경우 협회가 수입허가서

(꽁보) 등록부터 입점심사, 운송, 통관까지 일괄 지원하여 수출 주도

  □ 코로나-19 신속 대응

   ❍ 코로나-19관련, 현지 상황(통관, 마트,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기업들의 대처능력 향상

   ❍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행사 중지로 온라인마케팅 강화

* 라이브커머스 도입, SNS 홍보 강화, 영상제작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하여 노출빈도 활성화

  □ 입점채널 다양화

   ❍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패턴변화(비대면구매증가)에 대응한 E-커머스 

입점·판촉 신속 추가

    - (기존) 오프라인 → (변경) 오프라인 및 E-커머스로 확장

* (오프라인) 빈마트 31개점, 롯데마트 1개점

(E-커머스) 빈아이디, 소피, 라자다, 티키, 페이스북, 기프트팝 등 8개채널

□ K-FOOD특별존 관련

   ❍ 현지 대형유통업체 POS 구역 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한국식품 

판촉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에 큰 의미가 있음

* 한국계 롯데마트는 물론, 로컬마트인 빈마트의 계산대 범위 내에 장기간

특별판매존을 구성한 사례는 유례 없는 성과임(타 국가특별존 無)

   ❍ 특히, 매장 별 핵심동선(신선식품 매대 옆, POS 옆 등)에 공간을 

확보하여 최대성과 도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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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마트 협력관계 관련

   ❍‘19년 12월 이후, 마산그룹의 빈커머스 합병으로 내부시스템 변경에도 

지속적인 마트측의 지원으로 31개점과 정식매대 입점 계약 완료

   ❍ 임차계약 특별존 5개점의 추가매대·존 임차비 무료제공

     - 특별존 3개점, 아일랜드선반 4개점 무료 제공

* 아일랜드 매대 비용 월 10,000,000VND∼30,000,000VND 지출 필요

   ❍ 빈마트의 지원으로 빈아이디 진출

      → 빈아이디 럭키드로우 참여를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진출 교두보 마련

  □ 빅모델 마케팅 관련

   ❍ 현지에 친근한 모델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한국식품 이미지 재고, 

현지인 관심 증대 및 호감도 상승에 기여

  □ SNS 마케팅 관련

   ❍ 베트남 청년층(40대미만기준) 인구 약 62%로,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젊은층을 타겟으로 광고효과 상승

   ❍ 기업별 제품 홍보 영상 제작을 통하여, 사업 내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 특히, 향후 기업자체 홍보 시 활용 가능

   ❍ 미니게임을 통한 적극적인 노출로, 소비자 관심도 상승효과

□「한-베 음식문화축제」관련

   ❍ 측면 돌출형 라이팅박스 등 추가 인테리어 설치 및 풍선, 쇼핑백

배포를 통하여, “I like K-Food관”이 부각되었으며 집객효과도 

극대화

   ❍ “I like K-Food관” 참가사가 주도적으로 시식ㆍ시음ㆍ판매를 실시

하여 전체 행사장 분위기 고조에 기여

  □ 기부행사를 통한 K-Food 홍보

   ❍ K-Food와 국가 이미지 상승 기여 및 제품 간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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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Like K-Food in Indonesia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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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20. 3. 1. ∼ 11. 30.

  □ (지원한도) 삼억 오천 육백만원(356,000,000원)

  □ (사업장소) 자카르타 사업장 소재지 및 주요 e-커머스 채널

  □ (참가기업 및 품목) 21개사 148품목

* [별첨1] 인도네시아 사업 참가기업 및 제품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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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1개사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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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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배송서비스및전 지역 배달

ㅇ (진행사업) 오프라인- 온라인 입점 및 판매연계 서비스

쿠킹클래스 영상개제, 관련품목 판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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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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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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

리 

동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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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0

Laelly https://www.instagram.
com/laellymut/ 12,900 10.16 10.1

7
10.1
5

10.1
8 

Billy https://www.instagram.
com/paceambon31/ 18,368 11.1

3   - 11.1
2

11.1
4 

Vania https://www.instagram.
com/vaniairwanti_/ 36,567 11.2

0
11.2
1 

11.1
9

1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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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스 제품 소개 및 활용법 포스팅>

(4월) Tommy

(5월) Miranda 

(5월) Aditya

(5월) Dewl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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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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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

3.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가. 계량실적

   ❍ 사업참여 품목 수출(‘20년 3월~11월) USD 29,795,944

  

 

회사 제품명 HSCODE 수출액(USD)

1 교동식품
삼계탕 1602321010 10,607 

황태진국 등  외2종 204109030 29,910 

2 농심

김치면 외 7종 1902301010 564,410 

양파링 외 7종 1905901090 185,521 

사발면 컵라면 외 5종 195901050 11,342 

3 대상 청정원 소갈비 양념 외 20 종 2103909090 8,691,586 

4 동원F&B 동원참치 외 3종 1604203000 693,515 

5 롯데제과
초코파이 외 2종 1905901030 24,041

빼빼로 외 4종 1905901040 278,567

6 만전식품 레이버랜드김 외 9종 2008995010 1,278,381

7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외 4종 1902301010 7,513,200 

8 연세우유 순수두유 외 3종 2202999000 70,194 

9 영풍 요뽀끼 떡볶이등 외  8종　 1901909091 209,524 

10 오뚜기 보들보들 치즈라면 외 23종 1902301090 1,511,643

11

오크라인터

내셔널  

(Korinus)

케이포키 떡볶이 외 2종　 1901909091
2,326,586

옥동자 올리브유 김 2008995010

12 정식품 베지밀두유 등 외 4종 2202999000 133,961 

13 진성에프엠 갈비양념소스 외 4종 2103909090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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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무수출액 이외 계량 성과 기술

   ❍ 로컬 대형마트 입점지원 

     - 신규 입점 세부현황

회사 제품명 HSCODE 수출액(USD)

14 팔도

뽀로로 외 5종 2202999000 5,388,274 

불낙볶음면 외8종 1902301010 524,387 

뽀로로 김 2008995010 84,523 

15 한일식품 본고장면 외3종 1902301090 35,553 

16 한국인삼공사 홍삼 외 기타 5종 2106903029 85,366

17 해사랑 올리브유 김 외 2종 2008995010 23,501

합  계 29,7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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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업체 구분 신규 입점업체 및 품목

롯데 

마트

(14개사

82품목

입점완료
14개사

63품목

교동식품 (소고기미역국 등 3품목)

농심(조청유과 등 9품목)

대상 청정원(까나리 액젓 등 9품목)

동원F&B(꿀물 등 5품목)

롯데제과 (버터코코넛 등 4품목)

만전식품 (만전 대나무소금김 등 5품목)

연세우유(아몬드&잣두유)

아이배넷(곡물친구)



- 94 -

오뚜기(소고기미역국라면 등 12품목)

오크라인터내셔널(케이포키 매운치즈떡볶이 등 3품

목)

정식품(베지밀 두유A 등 2품목)

진성에프엠(유자폰즈소스 등 2품목)

팔도(팔도 곰탕 등 6품목)

한일식품(데우찌면)

심사 중
8개사

23품목

동원F&B(고등어통조림 등 2품목)

삼진식품(초코찰떡파이 등 3품목)

영풍(요뽀끼 할랄떡볶이 등 6품목)

태웅식품(고려홍삼차 등 3품목)

풀무원(꽃게짬봉 등 4품목)

해사랑(꼬꼬마 자반 등 2품목)

한일식품(김치맛우동등 2품목)

KCG인삼공사(아로니아 1품목)

롯데

그로

시어

(8개사

25품목)

입점완료
5개사

16품목

농심(김치찌개 라면 등 3품목)

대상(햇살담은 조림간장 등 4품목)

롯데제과(밀키스 멜론 등 4품목)

만전식품(레이버랜드 등 3품목)

삼양식품(불닭볶음면 치즈 컵라면 2품목)

심사중

5개사

9품목

농심(고구마깡 등 2품목)

동원F&B(빵가루 등 4품목)

롯데제과(카스타드)

오뚜기(보글보글 치즈라면)

팔도(뽀로로음료)

주) 입점허가 제품은 업체별 제품생산일정, 운송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 입점 중

※ [별첨2] 신규입점기업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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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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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미니퀴즈 이벤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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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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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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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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쿠킹클래스

   ❍ 라이브커머스 진행실적 

<라이브커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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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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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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샘플링 현황 

날짜 브랜드 제품명 

3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4월 연세우유 순수두유

4월 롯데제과 카스타드

4월 대상 청정원 재래식 된장

4월 팔도 불낙볶음면

5월 코리너스 케이분식 떡볶이

5월 농심 김치라면

5월 대상 청정원   밥앤야채

5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5월 농심 너구리

5월 대상 청정원 물엿

5월 롯데제과 빼뺴로

5월 만전식품 만전 대나무 소금김

6월 팔도 비빔면

6월 삼양식품 까르보불닭볶음면

6월 정식품 베지밀

6월 대상 청정원 소불고기 양념소스

6월 농심 신라면

6월 만전식품 레이버랜드 김 

7월 대상 청정원 태양초 고추장

7월 만전식품 대나무 소금김

7월 팔도 비빔면

7월 롯데제과 롯데와플

7월 삼양식품 핵불닭볶음면

7월 팔도 불낙볶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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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브랜드 제품명 

7월 롯데제과 빼빼로

8월 삼양식품 붉닭볶음면

8월 농심 신라면

8월 롯데제과 빼빼로

8월 대상 청정원 크림스프

8월 삼양식품 핵불닭볶음면

8월 오크라인터네셔널 케이분식 떡볶이

8월 대상 청정원 밥앤야채

8월 대상 청정원 태양초고추장

9월 오크라인터내셔날 옥동자 올리브유 김 

9월 농심 김치라면 

9월 팔도 짜파게티

9월 농심 뚝배기라면

9월 팔도 뽀로로 음료

9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9월 대상 청정원 당면

10월 동원 에프앤비 고추참치

10월 삼양식품 불닭치즈라면

10월 오크라인터내셔널 케이포키 매운 떡볶이

10월 만전식품 대나무 소금김

10월 농심 너구리

10월 만전식품 만전 김밥김

10월 농심 김치라면

10월 대상 청정원 올리브유 재래김

11월 만전식품 레이버랜드 그런치 김

11월 삼양식품 까르보불닭볶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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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로시어(Pasar Rebo, Alam Sutera) 5월부터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이벤트 참가자 대상 푸드샘플링으로 진행

 

날짜 브랜드 제품명 

11월 대상 청정원 올리브유 재래김

11월 롯데제과 버터 코코넛

11월 정식품 베지밀두유

11월 대상 청정원 청정미역

11월 농심 신라면

총 331회 진행 (롯데마트 소매4개점, 롯데그로시어 도매 2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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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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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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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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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유통시장 국내 농림축산품 수출 추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한국 농식품 판매플랫폼 구축사업 

  □ 사업품목 : 국내 농림축산품

   ❍ 유산균, 콜라겐, 유자청, 홍삼 제품 총 5개 제품 지원

  □ 지원한도 : 8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태국

   ❍ 운 영 사 : Gennis Bean

   ❍ 사업예산 : 8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예산지급 : 한국식품산업협회 → 공영홈쇼핑 → 해외 운영사

- 예산사용처 : 임차비(홈쇼핑 송출료, 온․오프라인 입점비) 및 인허가비(FDA 허가비)

2. 사업추진방향

  □ 사업 추진배경

   ❍ 태국 전역에 우리나라 농림축산품의 홍보․판매기능 확보를 위하여

  홈쇼핑 및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 사업 목적

   ❍ 국내 농림축산 우수제품을 선별, 농림축산업자의 해외 진출을 촉진

      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 글로벌 유통플랫폼을 제공하여 실질적 판매성과 시현

   ❍ 농림축산품의 약점(유통기한에 따른 재고 부담, 인허가 등)으로 농림

      축산품 수입을 기피하는 해외 유통사들에게 구매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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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대상

   ❍ 국내 사업파트너

     - 제조사(3개)* : 종근당건강(유산균, 콜라겐 제품), 골든라이프텍(유자청 제품),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홍삼 제품),

* 제조사(상품) 선정 사유

- 태국의경우, 건강식품에대한 needs가많으며특히한국홍삼및유산균․콜라겐

(다이어트 관련) 제품의 인기는 많으나 FDA허가를 받은 제품이 많지 않아,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제품의 태국 수출 판로 및 현지 유통채널 개척 목표

- 유자청의 경우, 최근 태국에서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고 국내

유자, 오미자 등의 과실청이 현지에 많이 소개(에이드 제조 등)되다 보니 현지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유자청 제품의 태국 수출

판로 및 현지 유통채널 개척 목표

   ❍ 해외 바이어 : 태국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사(Gennis Bean)

3. 사업 세부추진내용 

  □ ‘공영홈쇼핑-해외 운영사(Gennis Bean)’간 업무협약 체결(‘20. 5)

   ❍ Gennis Bean과의 협의를 통해 태국 유통채널 판매 유망 타켓 상품 선정

     - 유산균 제품 : 국내 히트 유산균 제품인 종근당건강 락토핏 제품

* 작년 및 올해 현지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으며,

특히 올해 유통확대를 위해 현지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 콜라겐 제품 : 바이탈 콜라겐 파인 제품

* 현지 여성들의 美에 대한 관심(특히 다이어트)으로 한국 콜라겐 제품이 작년

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제품을 신규 선정하여 현지 판로 개척 지원
     

     - 홍삼 제품 : 에브리진생 홍삼스틱 제품

* 전년도 사업에 진행한 홍삼정캡슐, 홍삼농축액 등의 제품 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지인들이 가볍게 섭취할 수 있는 홍삼스틱 제품 신규 선정
     

     - 유자청 제품 : 행복한농장 DMZ 벌꿀 유자청

* 국내 과실청 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 현지

마트 및 커피숍 등 오프라인 유통 판로 지원을 위해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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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제품 태국 식약청 허가 진행 (‘20. 6 ~ 11) 

   ❍ 허가진행상품(3개 제품) : 바이탈 콜라겐, 에브리진생, 벌꿀 유자청

 * 태국의 경우, 건강식품의 식약청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한 개

제품의 허가를 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빨라야 3~6개월 수준임

* 올해는 작년보다 식약청 허가 신청을 빨리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이슈로 인해

승인 절차가 상당히 지연됨 (현지 식약청 비대면 대응, 재택근무 등)

또한 하반기들어 외국식품 수입 및 통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

식품 허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짐 (유자청 제품의 경우, 기존에 없었던 성분

검사까지 추가로 진행함)

* 위 상품 외, 흑도라지 젤리 제품도 현지 식약청에 건강식품으로 허가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일반식품으로 유통되다보니 생산공장 GMP가 없어 내년에 일반

식품으로 다시 허가 진행하여 수출 판로 지원 계획

  □ 상품 수출 및 현지 홈쇼핑, 온․오프라인 유통 및 판매 (‘20. 6 ~ 11) 

  □ 현지 홈쇼핑 채널 통한 락토핏 생유산균 제품 홍보 및 판매

   ❍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제품 High Shopping* 신규 런칭

* 현대홈쇼핑 태국 합작법인

     - 6월 22일 런칭 (총 20회 방영)

* 방송 판매효율 : 평균 75~90% 수준, 시간대에 따른 효율 차이 존재

<태국 High Shopping 방송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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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제품 True Shopping* 신규 런칭

* GS홈쇼핑 태국 합작법인

** 작년 사업때 신규 런칭하였으며, 판로 확대 목적으로 올해 리뉴얼 런칭 진행

     - 6월 27일 런칭 (총 24회 방영)

* 방송 판매 효율 : 평균 85~95% 수준, 시간대에 따른 효율 차이 존재

<태국 TrueShopping 방송 장면>

   ❍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제품 센트럴 백화점* 입점 및 판매 지원 

     - 센트럴 백화점 내 프리미엄 슈퍼마켓 TOPS, 뷰티샵 LOOKS 및 KIS에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제품 입점

* 태국 내 총 21개 지점 보유한 태국 메이저 백화점

 <센트럴 백화점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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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에브리진생 홍삼스틱, 행복한농장 DMZ 벌꿀

      유자청 Rimping Supermarket* 11개 지점에 입점

* 치앙마이 프리미엄 슈퍼마켓 (수입식품 전문 판매)

* 현재 입점 계약은 완료된 상태. 홍삼스틱, 유자청 제품 수출진행 중으로 12월 중

정식 입점 예정

   ❍ 태국 6개 온라인 쇼핑몰*에 락토핏, 바이탈콜라겐, 에브리진생 제품 입점 

* Shopee(락토핏 골드․키즈, 바이탈콜라겐), Lazada(락토핏 골드), Kony(락토핏 골드,

에브리진생), Koriico(락토핏 골드), Beauticool(락토핏 골드), underwoodfood

(락토핏 골드․키즈)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문서 참조

4.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가. 계량실적

  □ 총 5개 상품 수출 진행, 244백만원 시현 (목표대비 101.5% 달성)

   

국가 제조사 품 목
사업의무수출액

(천원)

수출실적
수량 금액(천원)

태국

종근당건강(주)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240,000

32,880 194,896

락토핏 생유산균 키즈 600 5,354

바이탈 콜라겐 파인 2,304 14,243

㈜골든라이프텍 행복한농장 유자청 5,000 15,195

금산덕원인삼약초
영농조합법인 에브리진생 홍삼스틱 480 13,940

총  계 240,000 - 2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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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계량실적

  □ 본 사업을 통해 해외 수출 판로 지원중인 상품들의 유통망 확대 중

     - 파트너사와 협의하여 기 수출된 제품 및 앞으로 수출 진행 할 제품들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홍보․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통채널

       확장 시도 중임

     

사업연도 유통채널 비고

2019년 홈쇼핑 - 홈쇼핑 : True Shopping

2020년 홈쇼핑 및 온․오프라인

- 홈쇼핑 : True Shopping, High Shopping
- 온라인 : Shopee, Lazada, Konvy, Beauticool,
  underwoodfood

- 오프라인 : 센트럴백화점(TOPS, LOOKS, KIS)

* 현재 씨암파라곤, 왓슨스, 세븐일레븐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과 입점 컨택중임

2021년
홈쇼핑, 온․오프라인

및 면세점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치앙마이, 푸켓, 끄라비 면세점에도 입점 지원  
  고려중

* 올해 사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유통채널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올해보다 다양한 유통채널로의

판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5. 사업비 집행내역

* 사업비 사용 증빙 상세내역은 증빙자료 참조

구 분
금 액

비 고
현지화(THB) 원화(원)

1. 임차비

1-1 홈쇼핑 송출료
- True Shopping 홈쇼핑 송출료

1,219,600 46,515,544
환율 THB1 = 38.14원 (3~11월

평균 기준)

1-2. 온라인, 오프라인 입점 비용
- 온라인, 오프라인 입점대행비
- RIMPING 슈퍼마켓 입점비

1,391,000
326,618

53,052,740
12,457,211

2. FDA 승인 비용

- 유자청, 콜라겐, 홍삼스틱 제품,
흑도라지 제품 FDA 승인 비용 103,231 3,937,230

합 계 3,040,449 115,9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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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집행내역

사 업 구 분
금    액

비      고
현지화 원화(원)

□ I like K-food in Vietnam 9,236,052,894 475,000,000 (* 십만단위 절사)

  - 성품검사비 및 인허가 352,090,000 18,203,053

ㆍ식품성분검사비(NIFC)

ㆍ베트남어 라벨제작비

ㆍ수입허가서 발급비용

  - 입점비 286,000,000 14,786,200 ㆍ마트제품입점비

  - 특별존 임차료 660,000,000 34,122,000 ㆍ빈마트 특별존 임차료

  - 특별존 설치 및 운영
2,019,600,000 104,413,320

ㆍ빈마트 특별존 설치(8개점)

ㆍ전용선반설치운영비(3개점)

1,436,400,000 74,261,880 ㆍ마트 상주매니저인건비

  - 판촉시음시식행사 178,200,000 9,212,940

ㆍ시식행사 마트임차비

ㆍ판매판촉사원 인건비

ㆍ시식요원 유니폼비

  - K-Food 판촉행사 1 727,800,000 37,627,260 ㆍK/V 컬쳐페어 판촉행사비

  - K-Food 판촉행사 2 84,000,000 4,342,800
ㆍ럭키드로우 행사 참여 및 

빈마트 공식스토어 

  - 상품홍보현지어번역 56,100,000 2,900,370
ㆍ홍보관련 현지어 

전문번역지용(영어/베트남어)

  - 온라인유통채널 홍보 101,200,000 5,232,040 ㆍ신유통채널(온라인)홍보

  - SNS 온라인 홍보 154,550,000 7,990,235
ㆍ페이스북․유튜브 운영 및 광고

ㆍ빅모델이벤트광고

  - 미디어/영상홍보 180,508,000 9,336,017 ㆍ언론사 및 미디어 홍보영상

  - 영상제작
479,600,000 24,795,320 ㆍ유튜브 영상제작(20편)

690,000,000 35,673,000 ㆍ빅모델마케팅

  - 배너광고 124,000,000 6,410,800 ㆍ온라인 및 미디어 배너광고

  - 쿠폰홍보 48,000,000 2,481,600
ㆍ이벤트를 통하여 쿠폰배부 

및 홍보

  - 온라인홍보 728,000,000 37,637,600
ㆍ온라인 라이브스트리밍판촉

ㆍ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5회

  - 온․오프라인 홍보 200,000,000 10,340,000 ㆍ여성의날 빈마트 연계

  - 인건비 128,000,000 6,617,600
ㆍ꽁보/입점/주문/배송/홍보 등 

프로젝트 매니저 인건비

  - 대행사 수수료 601,914,894 31,119,000 ㆍ대행사 수수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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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in Indonesia 4,406,218,506 356,000,000 (* 십만단위 절사)

 - 롯데마트 임차료 481,250,000 38,500,000 ㆍ마트 임차료

 - 소매점설치 360,750,000 28,860,000

ㆍGandaria City, Kuningan City, 

Kelapa Gading,Green 

Pramuka

 - 도매점설치 419,087,500 33,527,000 ㆍPasar Rebo, Alam Sutera

 - 인건비(매니저) 593,750,028 47,500,000
ㆍ상주직원 6개점(도매점& 

소매점)

 - 기타홍보 운영비 7,8750,000 6,300,000
ㆍ기타 홍보물 

설치,베너,운영비

 - 인건비 (판촉사원) 346,125,000 27,690,000
ㆍ판촉사원(소매 4개점, 

도매2개점)

 - 쿠킹클래스,온라인홍보 292,500,000 23,400,000 ㆍ온라인 쿠킹클래스(6회진행)

 - 이벤트상품 146,250,000 11,700,000 ㆍ온오프라인 상품 및 바우처

 - 온라인 미디어 홍보 98,750,000 7,900,000

ㆍ미디어 신문 홍보

ㆍTV광고 홍보영상 편집 및 

미디어 연계 (12회)

 - 온라인광고 95,062,500 7,605,000 ㆍSNS 온라인 광고

 - SNS관리 및 운영 225,654,998 21,170,000
ㆍSNS계정관리 및 게시물 

제작, 이벤트 운영 등 

 - 인플루언스 홍보 60,000,000 4,800,000 ㆍ인플루언서 홍보 

 - 온라인몰 연계
  (롯데마트,해피프레쉬,토코페디아)

625,000,000 50,000,000 ㆍ온라인몰 운영연계 및 마케팅

 - 토코페디아 라이브커머스 337,500,000 27,000,000
ㆍ라이브방송 운영, 라이브홍보

진행자, 영상제작 촬영장소 등 

 - 대행사 수수료 245,788,480 20,048,000 ㆍ대행사 수수료 

□ 신유통망 해외 홈쇼핑 개발 3,040,449 115,962,725

 - 채널 임차료 2,937,218 112,025,495

 - FDA 승인비용 103,231 3,937,230

□ 물류비 - 341,606,460

 - 베트남 - 5,460,612

 - 인도네시아 - 336,1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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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산출내역 및 정산서류 별첨

□ 시식물품비 32,082,212

 - 베트남 400,287,000 20,694,838

 - 인도네시아 139,609,200 11,387,374

□ 운영비 49,886,851

  - 수수료 등 운영비 4,886,851

  - 인건비 45,000,000

합      계 1,370,53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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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개선사항

  □ 사업시행시기 

   ❍ 결과보고 및 예산배정 등의 초기시간소요로 사업실효성과 유통

업체와의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사업기간 확대 및 신속한 예산

집행 필요

   ❍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입점협상, 매대 유지 등 관계설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승인 필요

* 현지마트측은사업의특수성을고려하더라도특별판매존유지및지속관리요구

   ❍ 기업 홍보 및 매출상향을 위한 연말ㆍ연시 및 설날 연계 판촉

행사 참여 필요

  □ 크로스보더 시스템 도입

   ❍ 복잡한 수출 절차를 생략해 새로운 방식의 수출시스템 제공을 

통해, 기업의 신규수출에 대한 인적·물적·시간적 부담 해소

* (전통방식) 바이어 발굴→인허가→운송ㆍ통관→보관→채널별 입고→재고관리

* (크로스보더) e-커머스 한국창고 입고→소비자 주문 시, e-커머스가 직접배달

  □ B2B, 편의점 등 채널 확장

   ❍ 대형마트와 성격이 맞지 않는 제품들이 입점이 가능한 채널확장 필요

* (예시) 커피 원액(벌크), 콜라겐젤리(개별팩) 등

  □ 온·오프라인 판촉 효율성 강화

   ❍ 대형마트연계행사 및 온라인 판촉행사에 대한 판촉효과 및 기업

만족도 높으므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대형판촉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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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베트남 사업 참가기업 및 제품 리스트

순

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1

강
원
인
삼
농
협

1 홍삼농축액 
진세노25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Korean Red Ginseng 

Extract Giseno 25
홍삼

2 굿데일리홍삼스틱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Korean Red Ginseng 
Extract Good Daily

홍삼

3 퓨어데일리 
홍삼스틱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Korean Red 

Ginseng Extract Pure 
Daily

홍삼

4 스위트 굿데일리 
홍삼스틱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Korean Red 

Ginseng Extract Sweet 
Daily

홍삼

5 홍삼순액미 Nước tinh khiết Hồng 
sâm 홍삼

6 아이엔홍삼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Korean Red 
Ginseng Kid Tonic

홍삼

7 홍삼캔디 Kẹo Hồng sâm 홍삼

8 홍삼젤리 Kẹo dẻo Hồng sâm 홍삼

2
궁
전
방

9 뽀끼뽀끼 매운 
오리지널 떡볶이

Bánh gạo  xào cay 
truyền thống 떡볶이

10 뽀끼뽀끼 
까르보나라 떡볶이

Bánh gạo xào cay 
Carbonara

떡볶이

11 뽀끼뽀끼 매운 
열떡볶이 Bánh gạo xào siêu cay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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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3

금
산
흑
삼

12 고려 홍삼차 마일드 Trà hồng sâm hòa tan 홍삼

13 팽화홍삼차 20g Trà hồng sâm túi lọc 
loại 10 gói 홍삼

14 팽화홍삼차 60g Trà hồng sâm túi lọc 
loại 30 gói 홍삼

15 맛있는 홍삼액과 
오미자(70ml*30포)

Thức uống dinh dưỡng 
hồng sâm ngũ vị tử 홍삼

16 맛있는 홍삼액과 
흑마늘(70ml*30포)

Thức uống dinh dưỡng 
hồng sâm tỏi đen

홍삼

17 맛있는 홍삼액 
마일드(70ml*30포

Thức uống dinh dưỡng 
hồng sâm MILD

홍삼

18
금흑 

홍삼에브리진생 
마일드

Nước hắc sâm stick 
300 ml 홍삼

4

넥
스
처
이
원

19 크리스피롤 크림 Bánh ngũ cốc cuộn 
phô mai 과자

20 크리스피롤 바닐라 Bánh ngũ cốc cuộn 
kem vani Neo 40g 과자

21 크리스피롤 체다
Bánh ngũ cốc cuộn 

kem phô mai Cheddar 
Neo 80g

과자

22 크리스피롤 딸기
Bánh ngũ cốc cuộn 
kem hương dâu Neo 

80g
과자

23 그리스피롤 바나나
Bánh ngũ cốc cuộn 

kem hương chuối Neo 
80g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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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24 콩절미 인절미 
오리지날

Snack gạo đậu nành 
Neo 60g 과자

25 콩절미 녹차맛 Snack gạo đậu nành trà 
xanh Neo 60g

과자

26 콩절미 바나나맛 Snack gạo đậu nành 
chuối Neo 60g 과자

27 요거트 젤리 Kẹo dẻo vị sữa chua 
Neo 50g

젤리

28 바나나 우유 젤리 Kẹo dẻo vị sữa chuối 
Neo 50g 젤리

29 크리스피롤 
치즈(컵)

Bánh ngũ cốc cuộn 
kem phô mai Neo 40g

과자

30 크리스피롤 
체다(컵)

Bánh ngũ cốc cuộn 
kem phô mai Cheddar 

Neo 40g
과자

31 크리스피롤 
바닐라(컵)

Bánh ngũ cốc cuộn 
kem vani Neo 40g 과자

5
대
상

32 마요네즈 300g Xốt mayonnaise 300g 소스

33 마요네즈 500g Xốt mayonnaise 500g 소스

34 김밥용 김 Lá kim cuốn cơm 10g 김/미역

35 올리브유 재래김 Rong biển ăn liền tẩm 
dầu Ô liu 8g 김/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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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36 BBQ맛 재래김 Rong biển ăn liền vị 
BBQ 8g 김/미역

37 Spicy맛 재래김 Rong biển ăn liền vị 
cay 8g 김/미역

38 올리브유 김 Lá kim tẩm dầu Ô liu 
4.5g *2 gói 김/미역

39 파래 돌자반 Rong biển giòn trộn gia 
vị 50g 김/미역

40 석류 홍초 500ml Nước uống giấm hồng 
vị lựu 500 ml

음료

41 복분자 홍초 500ml
Nước uống Giấm hồng 
Hàn Quốc vị mâm xôi 

500 ml
음료

42 돼지갈비 양념 Sốt ướp sườn heo 280g 소스

43 돼지고기불고기 
양념

Sốt ướp thịt heo vị cay 
280g 소스

44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Sốt mì spagetti vị cà 
chua 소스

45 마른미역 Rong biển nấu canh 
Hàn Quốc 김/미역

46 청정원 쌈장 Tương đậu Samjang 
Chungjungone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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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6

동
원
F
&
B

47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100g Cá ngừ trắng 100g 가공식

품

48 고추참치 100g Cá ngừ vị ớt cay 100g 가공식
품

49 매운 고추참치 
100g

Cá ngừ vị ớt cay gấp 
đôi 100g

가공식
품

50 야채참치 100g Cá ngừ rau củ 100g 가공식
품

51 미니언즈 고추참치 
100g

Cá ngừ vị ớt cay Evil 
minions 100g

가공식
품

52 양반 올리브김 Rong biển sấy vị olive 
4g*16 김/미역

53 양반 야채김 Rong biển sấy với 7 
loại rau 5g*3 김/미역

54 양반 야채김 Rong biển sấy với 7 
loại rau 5g*9 김/미역

55 양반 야채김 Rong biển sấy với 7 
loại rau 5g*16 김/미역

56 전복죽 Cháo ăn liền Yangban 
vị bào ngư 420g

레토르
트

57 소고기죽 Cháo ăn liền Yangban 
vị bò 420g

레토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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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58 호박죽 Cháo ăn liền Yangban 
vị bí đỏ ngọt 420g

레토르
트

59 밤단팥죽
Cháo ăn liền gạo nếp 
với hạt dẻ và đậu đỏ 

420g

레토르
트

60 국물떡볶이

Geung-mool topokki - 
bánh gạo hình que với 

nước sốt gia vị cay  
422g

떡볶이

61 치즈 떡볶이 332g

Cheese topokki - bánh 
gạo hình que vị phô 
mai với nước sốt cay  

332g

떡볶이

62 매운 떡볶이 400g

Hot spicy topokki - 
bánh gạo hình que với 

nước sốt cay nóng 
400g

떡볶이

63 짜장 떡볶이 358g
Ja-jang topokki - bánh 
gạo hình que với nước 

sốt tương đen 358g
떡볶이

64 매콤달콤 떡볶이 
120g

Spicy and sweet topokki 
- bánh gạo hình que 

với nước sốt gia vị  cay 
ngọt 120g

떡볶이

65 치즈 떡볶이 120g
Cheese topokki - bánh 
gạo hình que với nước 
sốt phô mai cay 120g

떡볶이

66 매운떡볶이 120g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매운떡볶이) 떡볶이

67 짜장 참치 150g Cá ngừ sốt tương đen 
150g

가공식
품

가공식
품

Cá ngừ sốt cà ri 150g카레참치 150g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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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69 올리브 김 Rong biển sấy vị olive 
5g*3 김/미역

70 양반 올리브김 Rong biển sấy vị olive 
5g*9 김/미역

71 양반 올리브김 Rong biển sấy vị olive 
20g*3 김/미역

72 양반 전복죽 Cháo ăn liền Yangban 
vị bào ngư 287.5g

레토르
트

73 양반 단호박죽 Cháo ăn liền Yangban 
vị bí đỏ ngọt 285g

레토르
트

74 양반 쇠고기죽 Cháo ăn liền Yangban 
vị bò 287.5g

레토르
트

75 양반 야채죽 Cháo ăn liền Yangban 
vị rau củ 287.5g

레토르
트

76 양반 밤단팥죽
Cháo ăn liền gạo nếp 
với hạt dẻ và đậu đỏ 

285g

레토르
트

77 양반 영양닭죽 Cháo ăn liền Yangban 
vị gà nhân sâm 285g

레토르
트

78 양반 참치죽 Cháo ăn liền Yangban 
vị cá ngừ 287.5g

레토르
트

79 매콤달콤 떡볶이 
240g

Spicy and sweet topokki 
- bánh gạo hình que 

với nước sốt gia vị  cay 
ngọt 240g

떡볶이

80 치즈 떡볶이 240g
Cheese topokki - bánh 
gạo hình que với nước 
sốt phô mai cay 240g

떡볶이

81 매운 떡볶이 240g
Hot spicy topokki - 

bánh gạo hình que với 
sốt cay nồng 240g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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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7

롯
데
식
품

82 그릭요거트 콘 Kem ốc quế vị sữa 
chua và việt quất 빙과류

83 구구콘 Kem ốc quế Goo Goo 빙과류

84 돼지콘 Kem ốc quế Lotte heo 
dâu 빙과류

85 그릭요거트 
블루베리맛

Kem sữa chua Việt Quất 
6 cây/hộp 빙과류

86 그릭요거트 딸기맛 Kem sữa chua vị dâu 6 
cây/hộp 빙과류

87 밀키스 튜브 Kem ống vị sữa và 
soda 빙과류

88 빵빠레 초코 Kem lốc xoáy Fanfare vị 
Sô cô la 빙과류

89 더블비안코 Kem Tháp đôi Berr 빙과류

90 망고 아이스크림 Kem ống vị xoài 빙과류

91 키위 아이스크림 Kem ống vị Kiwi 빙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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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8

삼
양
식
품

92 불닭볶음면 MÌ KHÔ GÀ CAY 라면

93 핵불닭볶음면 MÌ KHÔ GÀ CỰC CAY 라면

94 치즈불닭볶음면 MÌ KHÔ GÀ SAMYANG 
PHÔMAI 라면

95 까르보불닭볶음면 MÌ SAMYANG GÀ CAY 
VỊ CARBO 라면

96 불닭복음탕 MÌ GÀ CAY 라면

97 짜자로니 MÌ SAMYANG TRỘN 
TƯƠNG-OLIVE 라면

98 불닭볶음면(컵) MÌ LY KHÔ GÀ CAY 라면

99 치즈불닭볶음면(컵) MÌ LY KHÔ GÀ CAY 
PHÔMAI 라면

100 까르보불닭볶음면(
컵)

MÌ LY KHÔ GÀ CAY 
CARBONARA 라면

101 불닭소스 SỐT CHẤM VỊ GÀ CAY 소스

102 까르보 불닭소스
Sốt Chấm Gà Cay 

Samyang Vị Carbonara 
(Chai 200g)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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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103 핵불닭소스 Sốt chấm gà cay 
Samyang (chai 200g)

　소스

104 불닭떡볶이 BÁNH GẠO SAMYANG 
VỊ GÀ CAY TÔ 떡볶이

105 까르보 불닭떡볶이 BÁNH GẠO SAMYANG 
VỊ GÀ CAY CARBO TÔ 떡볶이

9

신
선
어
람

106 어포스 미니 Đồ ăn vặt snack chả 
cá 30g 과자

107 어포스 자이어언트 Đồ ăn vặt snack chả 
cá 150g 과자

10

씨
제
이
제
일
제
당

108 떡볶이 소스 (BEKSUL) Xốt nấu 
tokboki 150G 소스

109 비비고 왕교자 BIBIGO Bánh xếp mỏng 
420G 만두

110
해찬들  우리쌀로 
만든 태양초 골드 

고추장 500g

(HAECHANDLE) Tương ớt 500g 소스

111 해찬들  재래식 
된장 500g

(HAECHANDLE) Tương 
đậu truyền thống 500g 소스

112 해찬들  고기전용 
쌈장 450g

Tương chấm thịt nướng 
450G 소스

113 백설  매콤한 돼지 
불고기 양념 290g

(BEKSUL) Xốt ướp 
Bulgogi heo 290g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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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114 백설  돼지 갈비 
양념 290g

(BEKSUL) Xốt ướp sườn 
heo 290g 소스

115 백설  소불고기 
양념 290g

(BEKSUL) Xốt ướp 
Bulgogi bò 290g 소스

116 백설  소갈비 양념 
290g

(BEKSUL) Xốt ướp sườn 
bò 290g 소스

117 .CJ  햇반 210g*3 Cơm ăn liền 210G*3 쌀가공
식품

118 이너비  글로우샷
Nước uống Collagen 

innerb Glowshot (InnerB 
Glowshot Collagen)

음료

119 이너비  아쿠아 
리치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InnerB Aqua Rich

건강기
능식품

11

아
엠
디
엔
엘

120 영미떡볶이 Bánh gạo Toppoki 떡볶이

12

연
세
우
유

121 뼈를 생각한 
고칼슘두유 검은콩 Sữa đậu nành đậu đen Soybe

an Milk

122
뼈를 생각한 
고칼슘두유 

호두&아몬드

Sữa đậu nành hạnh 
nhân và óc chó

Soybe
an Milk

13
영
풍

123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컵

Bánh gạo topokki truyền 
thống 120G 떡볶이

124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컵

Bánh gạo topokki vị 
phô mai 120G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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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125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컵

Bánh gạo topokki vị cà 
chua 120G 떡볶이

126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파우치

Bánh gạo topokki truyền 
thống 240G 떡볶이

127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파우치

Bánh gạo topokki vị 
phô mai 240G 떡볶이

128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파우치

Bánh gạo topokki vị cà 
chua 240G 떡볶이

129 요뽀끼 매콤달콤 
떡볶이 스낵 Bim bim Yopokki vị cay 과자

130 요뽀끼 치즈 떡볶이 
스낵

Bim bim Yopokki vị phô 
mai 과자

131 요뽀끼 화끈하고 
매운 辛떡볶이 스낵

Bim bim Yopokki vị siêu 
cay 과자

132 요뽀끼 와사비 
떡볶이 스낵

Bim bim Yopokki vị mù 
tạt 과자

14
오
그
래

133 잇더 현미레드 Cơm gạo lứt yến mạch 
đỏ 곡류가

공식품

134 잇더 현비 그린 Cơm gạo lứt yến mạch 
xanh

곡류가
공식품

135 잇더 현미 브라운 Cơm gạo lứt yên mạch 
nâu

곡류가
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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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
뚜
기

136 진라면 매운맛 Mỳ Hàn Quốc Jin (Cay) 라면

137 진라면 순한맛 Mỳ Hàn Quốc Jin (Cay 
nhẹ) 라면

138 진짜장 
(베트남수출) 30입 Mỳ trộn Hàn Quốc 라면

139 옛날 미역 
50g(베트남수출) Rong biển 김/미역

140 오뚜기 스파게티 
150G Mỳ Spaghetti Hàn Quốc 라면

141 보들보들치즈라면 
멀티 (홍콩수출) Mỳ Phô mai Hàn Quốc 라면

142
맛있는 오뚜기 컵밥 
사천식 직화짜장밥 

280g

Cơm ăn liền sốt kiểu Tứ 
Xuyên

즉석조
리식품

143 맛있는 오뚜기 컵밥 
김치참치덮밥 280G

Cơm ăn liền sốt Kim 
chi và Cá ngừ 즉석조

리식품

144 3분 카레 매운맛 
200G Cà ri Ottogi 즉석조

리식품

145 옛날 국수 중면 
500G Mỳ sợi (loại sợi thường) 면

146 진 매운 떡볶이 
82g Jin Bánh gạo Cay 82 g 떡볶이



- 125 -

순

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147 진 짜장 떡볶이 
82g

Jin Bánh gạo Tương 
đen 82 g 떡볶이

148 진 치즈 떡볶이 
82g

Jin Bánh gạo Phô mai 
82 g 떡볶이

16
자
연
터

149 슬림모어 
건조과일칩(토마토) Cà chua  lát sấy khô 과채

가공품

150 슬림모어 
건조과일칩(사과) Táo lát sấy khô 과채

가공품

151 슬림모어 
건조과일칩(배) Lê lát sấy khô 과채

가공품

17
정
식
품

152 검은콩 아몬드 호두 
파우치

Sữa đậu  đen , hạnh 
nhân và óc chó vegemil 

(gói) 190ml
두유

153 검은콩 아몬드 호두 
팩

Sữa đậu  đen , hạnh 
nhân và óc chó vegemil 

(hộp) 190ml
두유

154 아몬드 호두 파우치
Sữa đậu nành hạnh 

nhân và óc chó 
Vegemil (gói) 190ml

두유

155 아몬드 호두 팩
Sữa đậu nành hạnh 

nhân và óc chó 
Vegemil (hộp) 190ml

두유

156 검은콩 16곡 팩
Sữa đậu nành đậu đen 

và 16 vị ngũ cốc 
vegemil

두유

157 뽀로로 크롱 바나나 
맛

Sữa đậu nành pororo & 
crong vegemil (vị chuối)

두유



- 126 -

순

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베트남어) 제품군 이미지

158 뽀로로 루피 초코맛

Sữa đậu nành hương 
Socola Pororo and 

Loopy Choco Flavor 
Soymilk  vegemil 190ml

두유

159 건강맘 Sữa bầu bú Vegemil 
190ml 두유

160 식혜 Sữa chuối 190ml 음료

161 수정과 nước gừng trộn quế
190ml　 음료

18
종
근
당

162 오메가 3+ OMEGA3+ 건강기
능식품

163 6년근 홍삼 캡슐 Viên hồng sâm Hàn 
quốc 6 năm tuổi 홍삼

164 벨 프로바이오스틱 
플러스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a: Bột men tiêu hóa 
- Bell Probiotics  Plus+

건강기
능식품

165 6년근 홍삼진액
Hồng sâm nước 6 năm 
tuổi 70ml*10*3 gói /1 

hộp
홍삼

166 프리미엄 동충화초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Chiết xuất nấm 
trùng hạ thảo và hồng  
sâm Hàn Quốc 6 năm 
tuổi 70ml*10*3 gói /1 

hộp

홍삼

167 프리미엄 영지보감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Chiết xuất Linh 
chi và hồng sâm Hàn  

Quốc 6 năm tuổi 
70ml*10*3 gói /1 hộp

홍삼

168 프리미엄 녹용보감

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Chiết xuất Nhung 
hươu và Hồng sâm Hàn  

Quốc 6 năm tuổi 
70ml*10*3 gói /1 hộp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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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홍삼절편 Hồng sâm lát tẩm mật 
ong 홍삼

19

진
성
F
M

170 불고기 양념 Sốt ướp thịt bò BBQ 
Bulgogi 소스

171 갈비양념 Sốt ướp thịt bò BBQ 
Kalbi 소스

20

카
페
베
네

172 유자차 Trà Thanh Yên 1KG 차

173 자몽차 Trà Bưởi 1KG 차

174 레몬차 Trà Chanh 1KG 차

175 꿀생강차 Trà Gừng 1KG 차

176 과일차세트 Combo Trà Các Vị 차

177 장미에이드 Trà Hoa Hồng 차

178 아카시아에이드 Trà Hoa Cây Keo 차

179 벚꽃에이드 Trà Hoa Anh Đào 차

180 수박에이드 Trà Dưa Hấu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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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복숭아에이드 Trà Đào 음료

182 블루레몬에이드 Trà Chanh xanh 음료

183 오미자에이드 Trà Ngũ vị tử 음료

184 파인에플에이드 Trà Dứa 음료

21

케
이
에
프

185 배즙 Nước ép lê Hàn Quốc 
nguyên chất

음료

22
풀
무
원

186 모짜렐라 핫도그
Xúc xích phô mai 
Mozzarella/ Bánh 

hotdog nhân phô mai
냉동

187 모짜렐라 호떡만두

Bánh kệp phô mai 
Mozzarella/ Bánh 

ho-tteok nhân phô mai  
Mozzarella

냉동

188 얄피 고기만두 Bánh bao vỏ mỏng 
nhân thịt 440g*2 냉동

189 얄피 김치만두 Bánh bao vỏ mỏng 
nhân kim chi 440g*2 냉동

190 얄피 고기만두 Bánh bao vỏ mỏng 
nhân thịt 160g 냉동

191 얄피 김치만두 Bánh bao vỏ mỏng 
nhân kim chi 160g 냉동

192 국물떡볶이 Bánh gạo cay 
Tteokbokki Pulmuone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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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밀누들떡볶이 Tteokbokki dạng sợi 
Pulmuone 냉동

23

플
럭
스
컴

194 한보장 파워타임

Thực phẩm chức năng 
bảo vệ sức khỏe 

HANBOJANG Power 
Time

홍삼

195 한보장 홍삼
Thực phẩm chức năng 

bảo vệ sức khỏe 
HANBOJANG K-Ginseng

홍삼

196 한보장 홍삼절편
Hồng sâm lát tẩm mật 

ong nguyên chất 
HANBOJANG

홍삼

24

한
일
식
품

197 본고장면 Mì Bongoyang gói 200g 면

198 데우치면 Mì Deuchi gói 200g 면

199 해물 우동 Mì Udon hải sản Hanil 
Food gói 212g 면

200 N 우동 오리지날
Mì udon nguyên Bon 

GoJangHanilFood 
G225g

면

201 N 우동 새우맛 Mì Udon Vị tôm Hanil 
Food gói 225g 면

202 우짜면 Mì Udon Jjajang 200,5g 면

25
홍
식
품

203 크런치 초코스틱 Bánh que Socola- 
choco stick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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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땅콩 초코스틱
Bánh que Socola- 
choco stick vị đậu 

phộng
과자

205 딸기 초코스틱 Bánh que Socola- 
Choco stick vị dâu 과자

206 아몬드 초코스틱
Bánh que Socola- 

Choco stick Vị Hạnh 
nhân

과자

207 핫잭 Bim bim hot zag 75g 과자

208 포테이토잭 Bim bim khoai tây 과자

209 바베큐잭 Bim bim vị thịt nướng 과자

210 치즈잭 Bim bim phô mai 과자

211 한라봉에이드 Nước Quýt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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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인도네시아 사업 참가기업 및 제품 리스트

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1 교동식품

1    삼계탕 SMAGYETANG 레토르트

2 소고기 미역국 SOGOGI MIYEOKGUK 레토르트

3 콩비지찌개  KONGBIJI JJIGAE 레토르트

4 육개장 YUKKAJANG 레토르트

5 사골우거지국 SAGOLWOOGUJIKUK 레토르트

6 사골곰탕 SAGOLGOMTANG 레토르트

7 황태진국 HWANGTAEJINKUK 레토르트

2
농심

농심

8 신라면 Shin Ramyun 라면류

9 신라면 컵 Shin Cup Noodle Soup 라면류

10 얼큰한 너구리 Neoguri 라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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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11 짜파게티 Chapagetti 라면류

12 안성탕면 Ansungtangmyun 라면류

13 김치찌개라면
NONGSHIM KIMCHI 

RAMYUN 
라면류

14 김치찌개라면
NONGSHIM KIMCHI 

RAMYUN 117G
라면류

15 고구마깡
SWEET POTATO 

SNACK 55 GR
스낵

16 뚝배기라면
NONGSHIM CLAYPOT 

RAMYUN 117G
라면류

17 조청유과
Nongshim Cho Chung 

U-Gua
스낵

18 새우탕면
Nongshim Rasa Udang 

Pedas
라면류

19 너구리
Mie Instan Cup dengan 

Rasa Seafood Pedas
라면류

20 바나나킥
Banana Kick - Snack 

Rasa Pisang 
스낵

21 자갈치 칩 Taco chip 스낵

스낵Cuttle Fish snack오징어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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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23 양파링 Onion Ring 스낵

24 인디안밥 Indion corn snack 스낵

25 해물탕면
Nongshim Noodle Soup 

Kimchi
라면류

 3 대상

26 조청쌀엿
DAESANG RICE MALT 

SYRUP 700 ML
소스류

27 포도씨유
DAESANG GRAPESEED 

OIL 500 ML
소스류

28 소갈비 양념소스 
DAESANG BBQ SAUCE 

- BEEF 560 ML
소스류

29 딸기쨈

DAESANG 

STRAWBERRY JAM 

370GR

소스류

30 구운마늘크림수프
INSTANT SOUP 

(GARLIC)
소스류

31 소불고기 양념소스 BBQ SAUCE BEEF 소스류

32 옥수수 물엿
DAESANG CORN MALT 

SYRUP 1200 ML
소스류

33 멸치액젓
 One Anchovy Sauce- 

Kecap Ikan Teri
소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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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34 재래김
ROASTED L AVER 

(OLIVE) 
김류

35 구운김밥용김 ROASTED L AVER 소스류

36 청정미역
Daesang Dried 

Seaweed

가공식품

(해조류)

37 소불고기양념
DAESANG BBQ SAUCE 

- RIBS 560 ML
소스류

38 까나리액젓
 One Anchovy Sauce- 

Kecap Ikan Teri
소스류

39 햇살담은조림건장  JORIM KECAP ASIN 소스류

40 순후추
DAESANG BLACK 

PEPPER POWDER
소스류

41 재래식된장
DAESANG Soybean 

paste
소스류

42 순창양념듬뿍쌈장

SOYBEAN

 PASTESAMJANG 소스류

43 석류홍초
 POMEGRANATE 

VINEGAR
음료

44 민속당면
DAESANG FOLK 

VERMICELLY

가공식품

(면류)

45 올리브유
EXT VIRGIN OLIVEOIL 

500 MLDAESANG 
소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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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46 태양초고추장 HOT P.PASTE 소스류

47 사과식초
DAESANG APPLE

 VINEGAR 
소스류

4 동원F&B

48 라이트스탠다드 
참치  Light Standard Tuna 가공식품 

49 고추참치 Hot Pepper Tuna 가공식품 

50 포도씨유 참치
 Dongwon Grafe Oil 

Tuna
가공식품

51 야채죽 Vegetable Porridge 가공식품 

52 빵가루 Bread crumbs 가공식품 

53 황도 Yello Peaches 가공식품

54 꿀물 Honey whater 음료

55 고등어통조림 Dongwon mackerel can 가공식품

56 떡볶이 (파우치) Toppokki (POUCH)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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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5 롯데제과

57 카스타드 CUSTARD CAKE 제과류

58 빠다코코넛 BUTTER COCONUT 제과류

59 자일리톨(블루베리 
등) XYLITOL 제과류

60 롯데와플 LOTTEWAFFLE 제과류

61 쿠앤쿠 뺴뺴로
LOTTE WHITE COOKIE 

PEPERO JUMBO
제과류

62 밀키스 메론 Milkis Meron 음료

6 만전식품

63 레이버랜드  
아몬드 스낵

Seaweed Strips 
Almonds 조미김

64 레이버랜드 꾸이김 
스낵

Fish And Seaweed 

chips Original
조미김

65 레이버랜드 쌀튀밥 
스낵

Seaweed Strips Rice 

Pop
조미김

66 야끼스시김 Yaki sushi seaweed 조미김

67 삼각 김밥김 
Triangle Onigiri 

Seaweed
조미김

68 두번구운 김밥김 
Double Roasted sushi 

seaweed 
조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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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69 레이버랜드 크런치 
씨솔트 9봉 

LAVERLAND CRUNCH 

SEA SALT 9 PACK 
조미김

70 레이버랜드 크런치 
와사비 9봉

LAVERLAND CRUNCH 

WASABI 9 PACK
조미김

71 레이버랜드크런치 
하바네로 9봉

LAVERLANDCRUNCH 

HABANERO 9 PACK 
조미김

72 레이버랜드 자반 
오리지널

Seaweed topping 

original
조미김

7 삼양식품

73 치즈불닭볶음면
BULDAK RAMEN 

CHEESE
라면

74 까르보불닭볶음면
BULDAK RAMEN 

CARBONARA
라면

75 불닭볶음면 큰컵
BULDAK RAMEN BIG 

BOWL
라면

76 치즈 불닭볶음면 
큰컵

BULDAK RAMEN 

CHEESE BIG BOWL
라면

77 까르보 불닭볶음면 
큰컵

BULDAK RAMEN 

CARBONARA BIG 

BOWL

라면

78 핵 불닭볶음면 
큰컵

BULDAK RAMEN 

EXTREME BIG BOWL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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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8 삼진식품

79 초코찰떡파이  Choco Mochi Cake 스낵

80 찰떡파이 아몬드 Almond Monchi Cake 스낵

81 화이트파이 White Mochi Cake 스낵

82 검은참깨두유
BLACK SESAME 

SOYMILK
두유

9 연세우유

83 아몬드&잣두유(20
0ml)

ALMOND&PINENUTS 

SOYMILK
두유

84 아몬드&잣두유(10
00ml)

ALMOND&PINENUTS 

SOYMILK
두유

10 영풍

85
요뽀끼 할랄 

오리지널 떡볶이 
컵 40g

Halal Original Topokki 

Cup 140g

가공식품 

(떡볶이)

86
요뽀끼 할랄 

매운맛 떡볶이 컵 
140g

Halal Spy Topokki 

Cup140g

가공식품 

(떡볶이)

87 요뽀끼 할랄 짜장 
떡볶이 컵 140g

Hala Jjajang Topokki 

Cup140g

가공식품 

(떡볶이)

88
요뽀끼 할랄 

오리지널 떡볶이 
파우치 280g

Halal Original Topokki 

Pouch

가공식품 

(떡볶이)

89
요뽀끼 할랄 

매운맛 떡볶이 
파우치 280g

Halal Spicy Topokki 

Pouch

가공식품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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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90
요뽀끼 할랄 

짜장떡볶이 파우치 
280g

Halal Jjajang Topokki 

Pouch

가공식품 

(떡볶이)

95 맛다믄 떡꾹떡 
600g

Halal Rice Cake 

(Sliced)

면류

(떡류)

96 맛다믄 떡꾹떡 
600g Halal Rice Cake (Stick)

면류

(떡류)

11 아이배넷 97 곡물친구 GRAIN FRIEND 제과류

12 오뚜기

98 보들보들치즈라면
BODLE BODLE CHEESE 

RAMEN

가공식품

(라면)

99 꿀매실차 Ottogi Madu Plum Teh 음료

100 꿀대추차 Ottogi jujube Teh 음료

101 오뚜기 부대찌개 OTTOGI Budegige 
가공식품

(라면)

102 미향 COOKING WINE 소스류

103 꿀생강차 HONEY GINGER TEA 음료

104 스파게티 SPAGHETTI RAMEN
가공식품

(라면)

105 블고기양념
BILGOGi

소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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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106 돈가스소스
PORK CUTLET SAUCE

소스류

107 참기름 SESAME OIL 소스류

108 옛날당면 KOREAN VERMICELLI
가공식품

(면류)

109 소갈비양념
OTTOGI PORK KALBI 

MARINADE 소스류

110 핫케이크 가루 PANCAKE 가공식품 

111 튀김가루 FRYING MIX 가공식품

112 열라면 컵라면 Yeal Ramen
가공식품

(라면)

113 오뚜기 케찹
OTTOGI TOMATO 

KETCHUP 소스류

 13
오크라인

터내셔날

114 케이분식 떡볶이 
매운맛 K-Bunsik Tok-Poki 가공식품

115 케이포키 매운 
치즈 떢복이

TOK POKI (KBUNSIK) 

SPICY CHEESE 150GR
가공식품

116 케이포키 떡볶이 
순한맛

TOK POKI (KBUNSIK) 

MILD 140GR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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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117 옥동자 올리브유 
김

OckDongJa Oliveoil 

Seaweed
김류

14 정식품

118 베지밀 에이,비
CHUNGS FOOD PLAIN 

VEGEMIL A BTL
두유

119 검은콩두유
FOOD VEGEMIL BLACK 

BEAN
두유

15
진성에프

엠

120 불고기양념소스
BBQ MARINEADE FOR

BEEF (SLICED BEEF)
소스류

121 떡볶이양념 소스 TOPOKKI SAUCE 소스류

122 유자폰즈소스 Ponzu Sauce 소스류

16 태웅식품

123 고려홍삼차
KOREAN RED GINSENG 

TEA
홍삼류

124 고려인삼차
KOREAN RED GINSENG 

TEA
홍삼류

125 하루홍삼 HARU HONGSAM 홍삼류

126 G-Drink G-DRINK 홍삼류

17 팔도 127 뽀로로음료 (망고) PORORO BEVERAGE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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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128 볼케이노치킨면
VOLCANO CHICKEN

NOODLE

가공식품

(라면)

129 불낙볶음면 BULNAK
가공식품

(라면)

130 일품짜장면 JJAJANGMEN
가공식품

(라면)

131 남자라면 NAMJA RAMYUN
가공식품

(라면)

132 비빔면 BIBIMMEN
가공식품

(라면)

133 틈새라면 TEUMSEA RAMYUN
가공식품

(라면)

134 장라면 JANG RAMYUN
가공식품

(라면)

135 포채면 KIMCHI NOODLE
가공식품

(라면)

136 뽀로로김 Paldo Pororo SEAWEED 김류

18 풀무원

137 꽃게짬뽕 Noodles Seafood Flavor 면류

138 순한맛 라면 Noodles Mild 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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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사명 품목수 제품명 제품명(영어) 제품군 이미지

139 떡볶이맛 라면 Noodles Tteokbokki 면류

140 직화짜장 라면

Noodles 

Jjajang(Blackbean 

sauce)

면류

19 한일식품

141 본고장면 BONGOJANG NOODLE 면류

142 데우찌면 DEUCHI NOODLE 면류

143 김치맛우동 KIMCHI FLAVOR UDON 면류

144 데우찌우동컵 DEUCHI BOWL UDON 면류

20
한국인삼

공사
145 자연이키운아로니

아 ARONIA 건강식품

21 해사랑 

146 꼬꼬마 김 Kokoma Laver 조미김

147 꼬꼬마 자반 Kokoma Laver 조미김

148 올리브유 김 Kokoma Jaban 조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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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마트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1
강원인삼

농협

1 홍삼농축액 진세노 25 홍삼 입점심사중

2 굿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입점심사중

3 퓨어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입점심사중

4 스위트 굿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입점심사중

5 홍삼순액미 홍삼 입점심사중

6 아이엔홍삼 홍삼 입점심사중

7 홍삼캔디 홍삼 입점승인

8 홍삼젤리 홍삼 입점승인

2 금산흑삼

9 고려 홍삼차 마일드(3g*100ea) 홍삼 입점완료

10 팽화홍삼차 20g 홍삼 입점완료

11 팽화홍삼차 60g 홍삼 입점완료

12 맛있는 홍삼액과 오미자(70lm*30포) 홍삼 입점완료

13 맛있는 홍삼액과 흑마늘(70ml*30포) 홍삼 입점완료

14 맛있는 홍삼액 마일드(70ml*30포) 홍삼 입점완료

15 금흑 흑삼 에브리 진생 마일드 홍삼 입점완료

3 넥스쳐이원

16 크리스피롤 체다치즈 과자 입점완료

17 크리스피롤 바나나 과자 입점완료

18 크리스피롤 딸기 과자 입점완료

19 콩절미 인절미 오리지널 과자 입점완료

20 콩절미 녹차 과자 입점완료

21 콩절미 바나나 과자 입점완료

22 요구르트 젤리 과자 입점완료

23 바나나우유 젤리 과자 입점완료

24 크리스피롤 치즈(컵) 과자 입점완료

25 크리스피롤 체다치즈(컵) 과자 입점완료

26 크리스피롤 바닐라(컵) 과자 입점완료

별첨3  베트남 사업 신규입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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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4 아엠디엔엘 27 영미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5 영풍

28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승인

29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승인

30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승인

31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승인

32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승인

33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승인

34 요뽀끼 매콤달콤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승인

35 요뽀끼 치즈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승인

36 요뽀끼 화끈하고 매운 辛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승인

37 요뽀끼 와사비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승인

6 오그래

38 잇 더 현미 브라운 시리얼 입점완료

39 잇 더 현미 그린 시리얼 입점완료

40 잇 더 현미 레드 시리얼 입점완료

7 진성FM
41 자연품성 소불고기 양념 소스 입점승인

42 자연품성 소갈비 양념 소스 입점승인

8 카페베네

43 수박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4 오미자 에이드 음료 입점심사중

45 파인애플에이드 음료 입점심사중

9 케이에프 46 리얼배즙(10개입) 음료 입점완료

10 풀무원

47 얄피고기만두 440g 냉동 입점완료

48 얄피고기만두 160g 냉동 입점완료

49 얄피 김치만두 440g 냉동 입점완료

50 얄피 김치만두160g 냉동 입점완료

11 플럭스컴

51 한보장 파워타임 홍삼 입점심사중

52 한보장 케이진생 홍삼 입점심사중

53 한보장 봉밀절편 홍삼 홍삼 입점심사중

12 홍무역 54 한라봉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 146 -

  롯데마트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1
강원인삼농

협

1 홍삼농축액 진세노 25 홍삼 입점심사중

2 굿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입점심사중

3 퓨어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입점심사중

4 스위트 굿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입점심사중

5 홍삼순액미 홍삼 입점심사중

6 홍삼캔디 홍삼 입점심사중

7 홍삼젤리 홍삼 입점심사중

2 궁전방

8 뽀끼뽀끼 매운 오리지널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9 뽀끼뽀끼 매운 까르보나라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10 뽀끼뽀끼 매운 열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3 금산흑삼

11 고려 홍삼차 마일드(3g*100ea) 홍삼 입점심사중

12 팽화홍삼차 20g 홍삼 입점심사중

13 팽화홍삼차 60g 홍삼 입점심사중

14 맛있는 홍삼액과 오미자(70lm*30포) 홍삼 입점심사중

15 맛있는 홍삼액과 흑마늘(70ml*30포) 홍삼 입점심사중

16 맛있는 홍삼액 마일드(70ml*30포) 홍삼 입점심사중

17 금흑 흑삼 에브리 진생 마일드 홍삼 입점심사중

4 신선어람
18 어포스 오리지널 30g 과자 입점완료

19 어포스 오리지널 150g 과자 입점완료

5 아엠디엔엘 20 영미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6 영풍

21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승인

22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승인

23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승인

24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승인

25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승인

26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승인

7 연세우유
27 뼈를 생각한 고칼슘 두유 호두&아몬드 음료 입점승인

28 뼈를 생각한 고칼슘 두유 검은콩 음료 입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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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아이디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8 오그래

29 잇 더 현미 브라운 시리얼 입점완료

30 잇 더 현미 그린 시리얼 입점완료

31 잇 더 현미 레드 시리얼 입점완료

9 종근당 32 홍삼진액(6년근) 홍삼 입점완료

10 진성FM
33 자연품성 소불고기 양념 소스 입점심사중

34 자연품성 소갈비 양념 소스 입점심사중

11 카페베네

35 유자차 1kg 차 입점완료

36 자몽차 1kg 차 입점완료

37 레몬차 1kg 차 입점완료

38 생강차 1kg 차 입점완료

39 과일차 세트(3개입) 차 입점완료

40 장미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1 아카시아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2 벚꽃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3 복숭아 아이스티 음료 입점완료

44 블루레몬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5 수박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12 홍무역

46 핫잭(HOT ZAG) 과자 입점완료

47 포테이토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48 바비큐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49 치즈 스틱 과자 입점완료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1 궁전방

1 뽀끼뽀끼 매운 오리지널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2 뽀끼뽀끼 매운 까르보나라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3 뽀끼뽀끼 매운 열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2 금산흑삼
4 고려 홍삼차 마일드(3g*100ea) 홍삼 입점완료

5 팽화홍삼차 20g 홍삼 입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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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6 팽화홍삼차 60g 홍삼 입점완료

7 맛있는 홍삼액과 오미자(70lm*30포) 홍삼 입점완료

8 맛있는 홍삼액과 흑마늘(70ml*30포) 홍삼 입점완료

9 맛있는 홍삼액 마일드(70ml*30포) 홍삼 입점완료

10 금흑 흑삼 에브리 진생 마일드 홍삼 입점완료

3 신선어람
11 어포스 오리지널 30g 과자 입점완료

12 어포스 오리지널 150g 과자 입점완료

4 아엠디엔엘 13 영미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5 영풍

14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승인

15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승인

16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승인

17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승인

18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승인

19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승인

20 요뽀끼 매콤달콤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완료

21 요뽀끼 치즈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완료

22 요뽀끼 화끈하고 매운 辛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완료

23 요뽀끼 와사비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완료

6 오그래

24 잇 더 현미 브라운 시리얼 입점완료

25 잇 더 현미 그린 시리얼 입점완료

26 잇 더 현미 레드 시리얼 입점완료

7 종근당

27 오메가 3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28 벨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29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동충화초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30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영지버섯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31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녹용보감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32 봉밀절편 홍삼(6년근) 홍삼 입점완료

33 홍삼진액(6년근) 홍삼 입점완료

8 진성FM
34 자연품성 소불고기 양념 소스 입점심사중

35 자연품성 소갈비 양념 소스 입점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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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키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9 카페베네

36 유자차 1kg 차 입점완료

37 자몽차 1kg 차 입점완료

38 레몬차 1kg 차 입점완료

39 생강차 1kg 차 입점완료

40 과일차 세트(3개입) 차 입점완료

41 장미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2 아카시아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3 벚꽃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4 복숭아 아이스티 음료 입점완료

45 블루레몬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6 수박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7 오미자 에이드 음료 입점심사중

48 파인애플에이드 음료 입점심사중

10 케이에프 49 리얼배즙(10개입) 음료 입점완료

11 홍무역

50 핫잭(HOT ZAG) 과자 입점완료

51 포테이토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52 바비큐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53 치즈 스틱 과자 입점완료

54 한라봉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1 궁전방

1 뽀끼뽀끼 매운 오리지널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2 뽀끼뽀끼 매운 까르보나라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3 뽀끼뽀끼 매운 열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2 금산흑삼

4 고려 홍삼차 마일드(3g*100ea) 홍삼 입점승인

5 팽화홍삼차 20g 홍삼 입점승인

6 팽화홍삼차 60g 홍삼 입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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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7 맛있는 홍삼액과 오미자(70lm*30포) 홍삼 입점승인

8 맛있는 홍삼액과 흑마늘(70ml*30포) 홍삼 입점승인

9 맛있는 홍삼액 마일드(70ml*30포) 홍삼 입점승인

10 금흑 흑삼 에브리 진생 마일드 홍삼 입점승인

3 신선어람
11 어포스 오리지널 30g 과자 입점완료

12 어포스 오리지널 150g 과자 입점완료

4 CJ제일제당
13 InnerB 콜라겐 음료 입점완료

14 InnerB 아쿠아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5 아엠디엔엘 15 영미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6 연세우유
16 뼈를 생각한 고칼슘두유 검은콩 음료 입점완료

17 뼈를 생각한 고칼슘두유 호두&아몬드 음료 입점완료

7 영풍

18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19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20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21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22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23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24 요뽀끼 매콤달콤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심사중

25 요뽀끼 치즈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심사중

26 요뽀끼 화끈하고 매운 辛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심사중

27 요뽀끼 와사비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심사중

8 오그래

28 잇 더 현미 브라운 시리얼 입점완료

29 잇 더 현미 그린 시리얼 입점완료

30 잇 더 현미 레드 시리얼 입점완료

9 오뚜기
31 스파게티라면 라면 입점완료

32 치즈라면 라면 입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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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10 종근당

33 오메가 3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34 벨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35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동충화초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36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영지버섯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37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녹용보감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38 봉밀절편 홍삼(6년근) 홍삼 입점완료

39 홍삼진액(6년근) 홍삼 입점완료

11 진성FM
40 자연품성 소불고기 양념 소스 입점심사중

41 자연품성 소갈비 양념 소스 입점심사중

12 카페베네

42 유자차 1kg 차 입점완료

43 자몽차 1kg 차 입점완료

44 레몬차 1kg 차 입점완료

45 생강차 1kg 차 입점완료

46 과일차 세트(3개입) 차 입점완료

47 장미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8 아카시아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49 벚꽃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50 복숭아 아이스티 음료 입점완료

51 블루레몬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52 수박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53 오미자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54 파인애플에이드 음료 입점승인

13 케이에프 55 리얼배즙(10개입) 음료 입점완료

14 홍무역

56 핫잭(HOT ZAG) 과자 입점완료

57 포테이토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58 바비큐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59 치즈 스틱 과자 입점완료

60 한라봉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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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1 금산흑삼

1 고려 홍삼차 마일드(3g*100ea) 홍삼 입점승인

2 팽화홍삼차 20g 홍삼 입점승인

3 팽화홍삼차 60g 홍삼 입점승인

4 맛있는 홍삼액과 오미자(70lm*30포) 홍삼 입점승인

5 맛있는 홍삼액과 흑마늘(70ml*30포) 홍삼 입점승인

6 맛있는 홍삼액 마일드(70ml*30포) 홍삼 입점승인

7 금흑 흑삼 에브리 진생 마일드 홍삼 입점승인

2 대상 8 홍초 음료 입점완료

3 신선어람
9 어포스 오리지널 30g 과자 입점완료

10 어포스 오리지널 150g 과자 입점완료

4 아엠디엔엘 11 영미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5 연세우유
12 뼈를 생각한 고칼슘두유 검은콩 음료 입점완료

13 뼈를 생각한 고칼슘두유 호두&아몬드 음료 입점완료

6 오그래

14 잇 더 현미 브라운 시리얼 입점완료

15 잇 더 현미 그린 시리얼 입점완료

16 잇 더 현미 레드 시리얼 입점완료

7 오뚜기

17 스파게티라면 라면 입점완료

18 치즈라면 라면 입점완료

8 진성FM
19 자연품성 소불고기 양념 소스 입점완료

20 자연품성 소갈비 양념 소스 입점완료

9 카페베네

21 유자차 1kg 차 입점완료

22 자몽차 1kg 차 입점완료

23 레몬차 1kg 차 입점완료

24 생강차 1kg 차 입점완료

25 과일차 세트(3개입) 차 입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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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26 장미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27 아카시아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28 벚꽃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29 복숭아 아이스티 음료 입점완료

30 블루레몬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31 수박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32 오미자 에이드 음료 입점심사중

33 파인애플에이드 음료 입점심사중

10 케이에프 34 리얼배즙(10개입) 음료 입점완료

11 홍무역

35 핫잭(HOT ZAG) 과자 입점완료

36 포테이토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37 바비큐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38 치즈 스틱 과자 입점완료

39 한라봉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1 강원인삼농협

1 홍삼농축액 진세노 25 홍삼 입점심사중

2 굿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입점심사중

3 퓨어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입점심사중

4 스위트 굿데일리 홍삼스틱 홍삼 입점심사중

5 홍삼순액미 홍삼 입점완료

6 아이엔홍삼 홍삼 입점심사중

7 홍삼캔디 홍삼 입점심사중

8 홍삼제리 홍삼 입점심사중

2 궁전방 9 뽀끼뽀끼 매운 오리지널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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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10 뽀끼뽀끼 매운 까르보나라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11 뽀끼뽀끼 매운 열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3 대상 12 홍초 음료 입점완료

4 삼양식품

13 불닭소스 소스 입점완료

14 까르보 불닭소스 소스 입점완료

15 핵불닭소스 소스 입점완료

16 불닭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17 까르보 불닭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5 신선어람
18 어포스 오리지널 30g 과자 입점완료

19 어포스 오리지널 150g 과자 입점완료

6 CJ제일제당
20 InnerB 콜라겐 음료 입점완료

21 InnerB 아쿠아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7 아엠디엔엘 22 영미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8 영풍

23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완료

24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완료

25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완료

26 핑크로켓 오리지널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완료

27 핑크로켓 까르보나라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완료

28 핑크로켓 토마토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완료

29 요뽀끼 매콤달콤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심사중

30 요뽀끼 치즈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심사중

31 요뽀끼 화끈하고 매운 辛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심사중

32 요뽀끼 와사비 떡볶이 스낵 과자 입점심사중

9 오그래

33 잇 더 현미 브라운 시리얼 입점완료

34 잇 더 현미 그린 시리얼 입점완료

35 잇 더 현미 레드 시리얼 입점완료

10 오뚜기 36 스파게티라면 라면 입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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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37 치즈라면 라면 입점완료

11 종근당

38 고려 홍삼캡슐(6년근) 홍삼 입점완료

39 오메가 3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40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동충화초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41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영지버섯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42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녹용보감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43 홍삼진액(6년근) 홍삼 입점완료

12 카페베네

44 유자차 1kg 차 입점완료

45 자몽차 1kg 차 입점완료

46 레몬차 1kg 차 입점완료

47 생강차 1kg 차 입점완료

48 과일차 세트(3개입) 차 입점완료

49 장미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50 아카시아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51 벚꽃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52 복숭아 아이스티 음료 입점완료

53 블루레몬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54 수박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13 케이에프 55 리얼배즙(10개입) 음료 입점완료

14 풀무원식품
56 국물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57 밀누들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15 홍무역

58 핫잭(HOT ZAG) 과자 입점완료

59 포테이토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60 바비큐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61 치즈 스틱 과자 입점완료

62 한라봉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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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다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1 궁전방

1 뽀끼뽀끼 매운 오리지널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2 뽀끼뽀끼 매운 까르보나라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3 뽀끼뽀끼 매운 열 떡볶이 떡/떡볶이 입점완료

2 대상 4 홍초 음료 입점완료

3 신선어람
5 어포스 오리지널 30g 과자 입점완료

6 어포스 오리지널 150g 과자 입점완료

4 CJ제일제당
7 InnerB 콜라겐 음료 입점완료

8 InnerB 아쿠아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5 연세우유
9 뼈를 생각한 고칼슘두유 검은콩 음료 입점완료

10 뼈를 생각한 고칼슘두유 호두&아몬드 음료 입점완료

6 오뚜기
11 스파게티라면 라면 입점완료

12 치즈라면 라면 입점완료

7 종근당
13 고려 홍삼캡슐(6년근) 홍삼 입점완료

14 홍삼진액(6년근) 홍삼 입점완료

8 진성FM
15 자연품성 소불고기 양념 소스 입점완료

16 자연품성 소갈비 양념 소스 입점완료

9 카페베네

17 유자차 1kg 차 입점완료

18 자몽차 1kg 차 입점완료

19 레몬차 1kg 차 입점완료

20 생강차 1kg 차 입점완료

21 과일차 세트(3개입) 차 입점완료

22 장미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23 아카시아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24 벚꽃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25 복숭아 아이스티 음료 입점완료

26 블루레몬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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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트팝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27 수박 에이드 음료 입점완료

10 케이에프 28 리얼배즙(10개입) 음료 입점완료

11 홍무역

29 핫잭(HOT ZAG) 과자 입점완료

30 포테이토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31 바비큐 맛 스낵 과자 입점완료

32 치즈 스틱 과자 입점완료

33 한라봉에이드 음료 입점승인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1 금산흑삼

1 고려 홍삼차 마일드(3g*100ea) 홍삼 입점심사중

2 팽화홍삼차 20g 홍삼 입점심사중

3 팽화홍삼차 60g 홍삼 입점심사중

4 맛있는 홍삼액과 오미자(70lm*30포) 홍삼 입점심사중

5 맛있는 홍삼액과 흑마늘(70ml*30포) 홍삼 입점심사중

6 맛있는 홍삼액 마일드(70ml*30포) 홍삼 입점심사중

7 금흑 흑삼 에브리 진생 마일드 홍삼 입점심사중

2 신선어람
8 어포스 오리지널 30g 과자 입점완료

9 어포스 오리지널 150g 과자 입점완료

3 종근당

10 고려 홍삼캡슐(6년근) 홍삼 입점완료

11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동충화초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12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영지버섯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13 이경제 한의사 한방드링크 녹용보감 건강기능식품 입점완료

14 홍삼진액(6년근) 홍삼 입점완료

4 진성FM
15 자연품성 소불고기 양념 소스 입점심사중

16 자연품성 소갈비 양념 소스 입점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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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인도네시아 사업 신규입점 리스트

  롯데마트 및 e-커머스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교동식품

1 황태진국 가공식품 신규입점 

2 소고기미역국 가공식품 신규입점 

3 콩비지찌개 가공식품 신규입점 

농심

1 김치찌개 라면 면류 신규입점

2 조청유과 과자 신규입점 

3 해물탕면 면류 신규입점 

4 인디안밥 과자 신규입점

5 자갈치칩 과자 신규입점

6 뚝배기라면 면류 신규입점

7 오징어칩 과자 신규입점

8 고구마깡 과자 신규입점

9 바나나킥 과자 신규입점

대상 청정원

1 옥수수 물엿(1.2ml) 소스류 신규입점

2 조청쌀엿(700g) 소스류 신규입점

3 멸치액젓 소스류 신규입점

4 까나리액젓 소스류 신규입점

5 크림스프(구운마늘) 가공식품 신규입점

6 딸기잼 가공식품 신규입점

7 사과식초(900ml) 소스류 신규입점

8 올리브유(500ml,900ml) 소스류 신규입점

9 포도씨유(500ml,900ml) 소스류 신규입점

동원 F&B 1 꿀물 음료 신규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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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동원 F&B

2 빵가루 가공식품 신규입점

3 야채죽 가공식품 신규입점

4 고추참치 가공식품 신규입점

5 동원황도 가공식품 신규입점

6 고등어통조림 가공식품 입점심사중

7 포도씨유 참치 가공식품 입점심사중

롯데제과

1 롯데와플 과자 신규입점

2 빼빼로 누드128g,256g 과자  신규입점

3 밀키스 (멜론, 딸기 250mL,500g,1.5L) 음료 신규입점

4 버터코코넛 과자 신규입점

5 자일리톨 껌 (블루베리민트,라임민트,딸기) 가공식품 입점심사중

만전식품

1 만전 올리브오일 김류 신규입점

2 만전 대나무소금김 김류 신규입점

3 레이버랜드 그런치 하바네로맛 김 김류 신규입점

4 레이버랜드 (크런치 씨솔트) 김류 신규입점

5 만전김밥김 (SUSHI NORI) 김류 신규입점

삼진식품

1 초코찰떡파이 과자 입점심사중

2 찰떡파이 아몬드 과자 입점심사중

3 화이트파이 과자 입점심사중

연세우유 1 아몬드&잣두유(1L) 두유 신규입점

영풍

1 요뽀끼 할랄 오리지널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2 요뽀끼 할랄 매운맛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3 요뽀끼 할랄 짜장 떡볶이 컵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4 요뽀끼 할랄 오리지널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5 요뽀끼 할랄 짜장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6 요뽀끼 할랄 매운맛 떡볶이 파우치 떡/떡볶이 입점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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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아이배넷 1 곡물친구 스낵류 신규입점

오뚜기 

1 꿀생강차 (1kg) 음료류 신규입점

2 꿀대추차(1kg) 음료류 신규입점

3 소고기미역국라면 (115g) 면류 신규입점

4 미향(360ml) 소스류 신규입점

5 돈가스소스(475g) 음료 신규입점

6 소갈비양념 480g 면류 신규입점

7 튀김가루(500g) 가공식품 신규입점

8 꿀매실차(1kg) 음료 신규입점

9 볶음참깨 (200g) 소스류 신규입점

10 불고기양념(480g) 가공식품 신규입점

11 오뚜기 부대찌개 면류 신규입점

12 핫케이크가루(500g,1kg) 가공식품 신규입점

오크라

인터내셔널 

(코리너스)

1 케이포키 매운 치즈 떡볶이 떡/떡볶이 신규입점

2 케이포키 떡볶이 순한맛 떡/떡볶이 신규입점

3 옥동자 올리브유 김 김류 신규입점

정식품
1 베지밀두유A 두유 신규입점

2 베지밀두유B 두유 신규입점

진성FM
3 유자폰즈소스241g 소스류 신규입점

4 떡볶이 소스235g 소스류 신규입점

태웅식품

1 고려홍삼차 홍삼  입점심사중

2 고려인삼차 홍삼 입점심사중

3 하루홍삼 홍삼 입점심사중

팔도
1 뽀로로 망고(235ml) 음료 신규입점

2 뽀로로 김 면류 신규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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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로시어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팔도

3 팔도 곰탕 면류 신규입점

4 火라면 화라면(120g) 면류 신규입점

5  볼케이노 치킨면(140g) 김류 신규입점

6 뽀로로 빙빙콘(초코,딸기,바나나 54g) 과자 신규입점

풀무원

1 꽃게짬뽕 면류 입점심사중

2 순한맛라면 면류 입점심사중

3 떡볶이맛 라면 면류 입점심사중

4 직화짜장라면 면류 입점심사중

한일식품

1 데우찌면 면류 신규입점 

2 김치맛우동 면류 입점심사중

3 즉석 컵우동 면류 입점심사중

해사랑

1 꼬꼬마 김 김류 입점심사중

2 꼬꼬마 자반 김류 입점심사중

KCG인삼공사 1 아로니아 음료 입점심사중

회사명 번호 제품명 제품군 진출여부

농심

1 김치찌개 (컵라면) 면류 신규입점 

2 김치면 (컵라면) 면류 신규입점 

3 뚝배기라면 (컵라면,Pak) 면류 신규입점 

4 자갈치칩 과자 입점심사중

5 고구마깡 과자 입점심사중

대상 1 남해안산 청정미역 가공식품 신규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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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원

2 햇살담운 조림간장(840ml) 소스류 신규입점

3 매운 갈비양념 소스류 신규입점

4 옥수수 물엿700g 소스류 신규입점

동원 F&B

1 빵가루 가공식품 입점심사중

2 고추참치 가공식품 입점심사중

3 고등어통조림 가공식품 입점심사중

4 포도씨유 참치 가공식품 입점심사중

롯데제과

1 밀키스 (멜론 250mL) 음료 신규입점

2 아몬드 빼빼로(32g) 과자 신규입점

3 누드빼뺴로(50g) 과자 신규입점

4 레스비(175ml) 음료 신규입점

5 카스타드 과자 입점심사중

만전식품

1 레이버랜드 (크런치 씨솔트) 김류 신규입점

2 레이버랜드 (달콤간장맛) 김류 신규입점

3 만전 대나무소금김 김류 신규입점

삼양식품
1 삼양 불닭볶음면 치즈 (컵라면) 면류 신규입점

2 삼양 핵불닭볶음면 (컵라면) 면류 신규입점

오뚜기 1 보글보글치즈라면 면류 입점심사중

팔도 1 뽀로로음료 음료 입점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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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베트남 LCD 배너설치 리스트

NO 구분 분류 빌딩명 주소 이미지

1 A급
복합

건물

Home City

TTTM
177 Trung Kính, Cầu Giấy

2 A급
복합

건물
IPH - Retail 239 Xuan Thuy, Cầu Giấy

3 A급
복합

건물
GPI

170 De La Thanh, Đống

Đa

4 A급
복합

건물
Techcombank

161 Nguyen Luong Bang,

Đống Đa

5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6A

72 Nguyễn Trãi, Thanh

Xuân

6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6B

72 Nguyễn Trãi, Thanh

Xuân

7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4A

72 Nguyễn Trãi, Thanh

Xuân

8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3A

72 Nguyễn Trãi, Thanh

Xuân

9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3B

72 Nguyễn Trãi, Thanh

Xu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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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분류 빌딩명 주소 이미지

10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1A

72 Nguyễn Trãi, Thanh

Xuân

11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1B

72 Nguyễn Trãi, Thanh

Xuân

12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2A

72 Nguyễn Trãi, Thanh

Xuân

13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2B
72 Nguyễn Trãi, hanh Xuân

14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4B

72 Nguyễn Trãi, Thanh

Xuân

15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5A

72 Nguyễn Trãi, Thanh

Xuân

16 A급
복합

건물

Royal City -

R5B

72 Nguyễn Trãi, Thanh

Xuân

17 A급
복합

건물

4F Vũ Phạm

Hàm - Block A
Vu Pham Ham, Cầu Giấy

18 A급
복합

건물
Savico

7-9 Nguyen Van Linh, Long

Bi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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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분류 빌딩명 주소 이미지

19 A급
복합

건물
Ellipse tower B 110 Trần Phú, Hà Đông

20 A급
복합

건물
Vincom Tower

191 Bà Triệu, Hai Bà

Trưng

21 A급
복합

건물

Hồng Hà Center

I

25 Lý Thường Kiệt,, Hoàn

Kiếm

22 A급
복합

건물

Imperia Garden

Tháp B2

223 Nguyễn Huy Tưởng,

Thanh Xuân

23 A급
복합

건물

Imperia Sky

Garden- Khối A

423 Minh Khai, Hai Bà

Trưng

24 A급
복합

건물

Imperia Sky

Garden- Khối C

423 Minh Khai, Hai Bà

Trưng

25 A급
복합

건물

Imperia Sky

Garden- Khối D

423 Minh Khai, Hai Bà

Trưng

26 A급
복합

건물

Imperia Sky

Garden- Khối C,D

423 Minh Khai, Hai Bà

Trưng

27 A급
복합

건물

VP - Imperial

Plaza

223 Nguyen Huy Tuong,

Thanh Xu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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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분류 빌딩명 주소 이미지

28 A급
복합

건물

Tòa B - Osaka

Complex

Ngõ 48 Ngọc Hồi, Hoàng

Mai

29 A급
복합

건물

Xuân Thủy -

Tower A
173 Xuân Thủy, Cầu Giấy

30 A급 빌딩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cơ sở 1
số 6 hoàng Diệu, Ba Đình

31 A급 빌딩 VPI Tower 173 Trung Kinh, Cầu Giấy

32 A급 빌딩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D25 Ton That Thuyet, Cầu

Giấy

33 A급 빌딩 136 HQV
136 Hoang Quoc Viet, Cầu

Giấy

34 A급 빌딩 Mipec A 229 Tay Son, Đống Đa

35 A급 빌딩 IPA
1 Nguyen Thuong Hien, Hai

Bà Trưng

36 A급 빌딩 HTP
434 Tran Khat Chan, Hai

Bà Trư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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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분류 빌딩명 주소 이미지

37 A급 빌딩 VCCI
9 Dao Duy Anh, Hai Bà

Trưng

38 A급 빌딩 TTX Việt Nam
5 Ly Thuong Kiet, Hoàn

Kiếm

39 A급 빌딩
Tien Phong

Bank

57 Ly Thuong Kiet, Hoàn

Kiếm

40 A급 빌딩
Tổng Cục Dân

số

8 Ton That Thuyet, Nam

Từ Liêm

41 A급 빌딩
Keangnam -

Office
E6 Pham Hung, Từ Liêm

42 A급 빌딩
Viện Công Nghệ

Sinh Học

18 Hoàng Quốc Việt, Cầu

Giấy

43 A급 빌딩 Báo Tiền Phong
15 Ho Xuan Huong, Hai Bà

Trưng

44 A급 빌딩
Sao Mai

Building

19 Le Van Luong, Thanh

Xuân

45 A급 빌딩

TT Phát thanh

truyền hình quân

đội - O

165 Xã Đàn, Đống 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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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분류 빌딩명 주소 이미지

46 A급 빌딩

TT Phát thanh

truyền hình quân

đội - S

165 Xã Đàn, Đống Đa

47 A급 빌딩

TT Phát thanh

truyền hình quân

đội-P

165 Xã Đàn, Đống Đa

48 A급 빌딩

TT Phát thanh

truyền hình quân

đội-G

165 Xã Đàn, Đống Đa

49 A급 빌딩 Machinco Tower
444 Hoàng Hoa Thám, Ba

Đình

50 A급 빌딩 CDC Building 27 Lê Đại Hành, Ba Đình

51 A급 빌딩 CMC Tower
Phố Duy Tân, Dịch Vọng,

Cầu Giấy

52 A급 빌딩 Charm Vit
117 Trần Duy Hưng, Cầu

Giấy

53 A급 빌딩 VTV B
43 Nguyễn Chí Thanh,

Đống Đa

54 A급 빌딩
Vinaconex

Tower
34 Láng Hạ, Đống 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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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분류 빌딩명 주소 이미지

55 A급 빌딩

Trung TâmKhí

Tượng Thủy Văn

Quốc Gia

8 Pháo Đài láng, Đống Đa

56 A급 빌딩 Việt Tower 1 Thai Ha, Đống Đa

57 A급 빌딩 TTX Việt Nam
5 Lý Thường Kiệt, Hoàn

Kiếm

58 A급 빌딩 HCO (Melia HN)
44B Lý Thường Kiệt, Hoàn

Kiếm

59 A급 빌딩
HH4 Twin

Tower A
Phạm Hùng, Từ Liêm

60 A급 빌딩
Capital Building

Kim Mã
58 Kim Ma, Ba Đình

61 A급 빌딩 Petrowaco - VP 97 -99 Lang Ha, Đống Đa

62 A급 빌딩 Handico Tower Phạm Hùng, Nam Từ Liêm

63 A급
아파

트

E3 Vũ Phạm

Hàm-Block B
Vũ Phạm Hàm, Cầu Giấ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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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분류 빌딩명 주소 이미지

64 B급
복합

건물

Thăng Long

Tower
33 Mạc Thái Tổ, Cầu Giấy

65 B급
복합

건물
CT3 Yên Nghĩa Yên nghĩa, Hà Đông

66 B급
복합

건물

Golden West

Tower

2 Lê Văn Thiêm, Thanh

Xuân

67 B급
복합

건물
N01 282 Lĩnh nam, Hoàng Mai

68 B급
복합

건물

HH01 - B - 87

Lĩnh Nam
87 Lĩnh Nam, Hoàng Mai

69 B급
복합

건물
A - X2 Cầu Diễn, Nam Từ Liêm

70 B급
복합

건물

Hateco Tower

A1

Sở Thượng, Yên Sở, Hoàng

Mai

71 B급
복합

건물

Hateco Tower

A2

Sở Thượng, Yên Sở, Hoàng

Mai

72 B급
복합

건물
Vườn Xuân

71 Nguyễn Chí Thanh,

Đống 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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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분류 빌딩명 주소 이미지

73 B급
복합

건물

HH01 - B - 87

Lĩnh Nam
87 Lĩnh Nam, Hoàng Mai

74 B급
복합

건물

HH01 - A - 87

Lĩnh Nam
87 Lĩnh Nam, Hoàng Mai

75 B급
복합

건물

Vinhomes Gardenia

- A1 Block A

Mỹ Đình, Cầu Diễn, Nam

Từ Liêm

76 B급
복합

건물

Xuân Phương

Residence Tháp A

Đường 70 Xuân Phương,

Nam Từ Liêm

77 B급
복합

건물
Sapphire Palace 4 Chính Kinh, Thanh Xuân

78 B급
복합

건물

Comace Tower

Block A

45 Ngụy Như Kontum,

Thanh Xuân

79 B급
복합

건물

Comace Tower

Block B

45 Ngụy Như Kontum,

Thanh Xuân

80 B급
복합

건물

Xuân Mai

Complex - H

Khu Đô Thị Dương Nội, Hà

Đông

81 B급
복합

건물

Xuân Mai

Complex - G

Khu Đô Thị Dương Nội, Hà

Đ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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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분류 빌딩명 주소 이미지

82 B급
복합

건물

Xuân Mai

Complex - F

Khu Đô Thị Dương Nội, Hà

Đông

83 B급
복합

건물

Xuân Mai

Complex - A

Khu Đô Thị Dương Nội, Hà

Đông

84 B급
복합

건물

Xuân Mai

Complex - B

Khu Đô Thị Dương Nội, Hà

Đông

85 B급
복합

건물

Xuân Mai

Complex - C

Khu Đô Thị Dương Nội, Hà

Đông

86 B급
복합

건물

Tòa A - Osaka

Complex
Ngọc Hồi, Thanh Trì

87 B급 빌딩
Somerset Hòa

Bình

106 Hoang Quoc Viet, Cầu

Giấy

88 B급 빌딩
DV DL Đường

sắt

142 Le Duan, Hai Bà

Trưng

89 B급 빌딩 Tellcom
Lot 18 - Dinh Cong, Hoàng

Mai

90 B급 빌딩 VP - The Sun
Lo HH1 – KDT Me Tri Ha,

Nam Từ Liê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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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B급 빌딩
VP - Mỹ Sơn

Tower

62 Nguyễn Huy Tưởng,

Thanh Xuân

92 B급 빌딩 Mỏ Việt Bắc
1 Phan Dinh Giot, Thanh

Xuân

93 B급 빌딩
VP-New House

Xa La

Khu Dô thị Xa La, Hà

Đông

94 B급 빌딩
Cty CP Sông

Đà 9

My Dinh - Tu Liem, Từ

Liêm

95 B급 빌딩 IITM Tower 266 Đội Cấn, Ba Đình

96 B급 빌딩 VDC Tower
Nguyễn Phong Sắc, Cầu

Giấy

97 B급 빌딩 C'land Tower 156 Xã Đàn, Đống Đa

98 B급 빌딩
NH BIDV CN

Bắc HN

137A Nguyễn Văn Cừ, Long

Biên

99 B급 빌딩

Khối VP -

HH01 - 87 Lĩnh

Nam

87 Linh Nam, Hoàng Mai



- 174 -

NO 구분 분류 빌딩명 주소 이미지

100 B급 빌딩
317 Trường

Chinh - VP

317 Trường Chinh, Thanh

Xuân

101 B급 빌딩
VP - Mỹ Sơn

Tower

62 Nguyễn Huy Tưởng,

Thanh Xuân

102 B급
아파

트
Candle 301 Doi Can, Ba Đình

103 B급
아파

트

Mipec Riverside

Blook A1
Ngọc Lâm, Long Biê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