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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에서 aT는「대한민국 농식품 기업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성공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aT는 수출업체들과 

함께 수출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제식품박람회는 농식품 

수출의 고속도로와도 같은 존재로서,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농식품을 수출하고 세계화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세계 농식품의 수출산업을 리드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

하여 ‘뻘 속에서 진주를 캐내 듯’,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다양한 수출

성공사례를 모아 실었습니다. 

이 사례집에 담긴 다양한 수출 성공사례를 통해 많은 중.소규모업체와 

신규업체들이 기존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농식품의 수출산업을 선도하고 나아가 우리 농식품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은 80억불을 넘었으며, 이제 100

억불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1992년 처음으로 aT가 22개 

수출업체를 이끌고 동경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41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한 이래, 20년이 흐른 오늘날 aT는 연간 190개의 수출

업체와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7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상담 실적을 

올리며, 농식품 수출의 기간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WTO 출범 이후, 2012년을 기준하여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권역에 포함되는 등 FTA 전성시대를 맞이하며 

Global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은 안으로 생산, 품질 

안전성 확보, 밖으로는 가격경쟁력 확보라는 내우외환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렸던 동경식품박람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식품, 

기능성음료, 다이어트식품 등이 세계 농식품 교역의 트렌드를 이루며 

건강, 여성, 소포장, 안심, 위생, 안전 등을 중심으로 농식품의 관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농식품의 수출은 40억 달러 돌파에 20년(1989~2009) 

이상 소요되었으나, 최근 4년간(2009~2012) 30억 달러 이상이 증가

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수출 실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Beyond 

      t
he World

2013년 7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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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je Food Co.

국제식품은 aT 주관 하에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동경식품박람회에 참여

하였다. 201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보다 많은 준비를 했고, 결과적

으로 일본의 대형 유통회사인 A사와 K사 등과 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동경식

품박람회는 일본 바이어뿐만 아니라 좀처럼 만나기 힘든 유럽의 바이어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러 바이어 중 특히 영국의 H사와 많은 상담을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

게 되었다. 당시 영국의 H사는 2012년 7월 중에 TESCO의 New Molden점에

서 한국상품전을 계획하고 있었고, 여기에 소싱 할 수 있을 만한 한국제품을 알

아보고 있었다.

전시회 이후 H사에 계속하여 이메일과 전화 연락을 취했고, 이런 지속적인 연

락과 자료 제공을 통해 당사는 바이어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동경
식품
박람회를
통해

일본과
유럽의
   바이어를
만나다

국제식품

 유자의
    향기가
       영국과
          미주로
        퍼진다

01

대표 | 임 춘 하
참가기간

2012.3.6~2012.3.9

국제식품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Foodex Japan 2012

종류 : 종합

개최국 : 일본

02-333-0555
kookjefood@gmail.com

Foodex Japan 2012 국제식품관 전경 사진

영국 TESCO 한국식품전 개막행사 및 매대 사진

       홍차의 나라 영국에

            국제식품의 유자진액이 입성한다.                   

                         동경박람회를 통해 영국을 

                      만난 비타유자진액999가 

                 영국 TESCO의 전 매장뿐만 아니라, 

        영연방 53개국과 미주인들의 

 찻잔을 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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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TESCO
  전 매장과 
미주 및 
   영연방 국가 

수출의 
기회를 잡다

당사와 H사는 TESCO사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TESCO 200여 개의 점포

에 현미녹차를, 150여 개 점포에 유자진액을 입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의 성과에 따라 2000여 개에 달하는 TESCO 전 매장의 입점 가능성을 약속 받았

으며, 이후 당사가 개발하는 제품의 영국 런칭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에 있을 제3차 TESCO 한국전 참가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Harrods 

백화점 한국전시회 및 Wittard, Holland & Barrett 상담 등을 통해 영국 시장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TESCO 입점을 계기로,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과 미국, 캐나다 등 미주

국가, 53개국에 달하는 영연방 국가(Commonwealth of Nations ,英國聯邦)로

의 수출이 훨씬 용이해졌다.

아울러 aT의 개별박람회 지원으로 1월에 참가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Winter 

Fancy Food show에서 영국 수출용 제품이 호평을 받아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3월에 진행되는 영국 IFE에 참가하여 유럽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예

정이다.

다만 유럽시장의 진출은 준비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성과는 아주 느리게 도

출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심, 그리고 aT와 같은 국가 기

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수출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H사는 30여 장에 달하는 서류 심사 자료를 요구해

왔다. 서류 심사 통과 후 H사는 방한하여 공장을 실사하였으며, 실사 후 본사를 

방문하여 최종적인 수출 상담과 주문을 하였다.

7월의 영국 TESCO에서 진행하는 한국 식품전의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H사는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제품 디자인 변경 및 많은 부분들 (스티커, 

SRP 디자인, 외부 박스 등)을 영국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고 심사통과 후 10,000달러 상당의 ‘유자차’, ‘생강차’, ‘비타유자999’, ‘현미녹

차’, ‘검정깨 검정콩 마차’ 등 9개 제품의 초도 발주가 진행되었다.

7월에 있었던 제2차 영국 TESCO 한국 식품전 행사에서는 당사의 선정호 상

무가 매장 방문과 시식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TESCO 매장들의 방문과 함께 

H사의 소개로 ASDA(Walmart가 인수), 한국 신세계가 PB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영국 고급 슈퍼마켓 WaitRose 등의 현지 시장 조사도 병행하였다. 1차 행사에서 

당사 제품들은 많은 호평을 얻었고, 현지 판매가 성공적이라는 TESCO와 H사의 

평가를 받았다. 이후 2, 3차 행사 진행을 위한 발주와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차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비타유자999’와 ‘현미녹차’를 선

정하여 두 품목의 영국용 패키지를 개발했다. 약 4개월간의 제작과정 동안 수많

은 오류 개선과 재시도를 거쳐 마침내 현지 표기 사항을 완벽하게 기입한 영국 

디자인 제품이 완성되었다.

변화의 
시작,

일본
식품박람회 
에서 
영국 시장을
뚫다

영국 수출용 디자인을 위해서  

25년간 사용하였던 기업로고도 

수출용에 한하여 변경하였다. 영

국 수출을 통하여 변화를 선택하

였고, 이는 바꿀 수 있는 모든 것

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aT가 

주관한 동경식품박람회의 참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TESCO 한국 상품전에서 판매된 현미녹차와 비타유자진액 999 영국 수출용 패키지

내외부 시식행사
수출용으로 리뉴얼된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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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로
세 마리의
토끼를 
잡다

맛.품질.

수출 증대까지,

대표 | 이 종 록
참가기간

2011.3.1~2011.3.4

대영식품(주)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Foodex Japan 2011 

종류 : 종합

개최국 : 일본

02-409-6900
mugria@daeyoungfoods.co.kr

대영식품은 매년 여러 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최

소 연 1회 이상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정부지

원사업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자사 비용을 들여서 개별 

참가까지 진행하여, 현지에서 최대한 바이어를 많이 

만나고 자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

들어오고 있다.

당사는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1년 정도 준비를 

한다. 회사의 1년 살림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

이므로 기존 제품을 전시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국

가별 트렌드 분석과 시장조사를 통해 상대국에 맞도

록 개발된 신제품과 기존 제품이 현장에서 함께 상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박람회 참가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Daeyoung Co., Ltd.
대영식품(주)02 

또한 바이어와 부스에서 만나는 시간, 회의 주제, 

제품 컨셉에 대한 사전 연락을 통해 미팅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양사 모두가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팸플릿과 시식용 샘플은 

바이어가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공하

고, 박람회 현장에서 나눈 미팅 내용은 박람회가 끝

나고 숙소로 돌아가서 바로 정리하여 전달한다. 이렇

게 하면 박람회 첫날 방문한 바이어는, 미팅 내용에 

따라 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담당자와 마지막 날 재방

문 한다. 또한 신제품 런칭에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

되는 일본 시장에서, 가을 런칭에 맞춰 진행될 수 있

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박람회 참가의 노하우로 런칭 시기를 앞당기다

대영식품은 1년 살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1년에 걸쳐 

꼼꼼히 박람회를 준비하였다. 

그 결과 신제품 런칭시기를 앞당기고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수출 증진의 효과까지 얻는 

쾌거를 거두었다.

푸덱스 박람회 미팅 사진 매장에 진열된 대영식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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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덱스의 일정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하다

2011년도 일본 A사와는 좋은 미팅 결과가 

있었지만 리뉴얼에 민감하고 제품의 변화에 

둔감한 일본의 특성상 계속적인 리뉴얼 요구

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매출증가 및 제품 리

뉴얼이 시급했던 당사는 전시회 참가 전 두 차

례 일본을 방문하여 사전 조사 및 리뉴얼 방향

을 정하고 제품을 샘플링 하였다. 일본 출장 

내용을 중심으로 샘플을 세 차례 만들어 발송

하고 리뉴얼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

으로 미팅을 제안하였다.

3월, 푸덱스에는 업체의 주요 멤버는 물론 

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

하기 때문에 최종 샘플 발표와 미팅내용을 전

하기 위한 목표일을 정하고 푸덱스 일정에 맞

춰 리뉴얼 제품과 미팅을 준비하였다. 일본 

상품 담당자들이 전시회에 참석하는 시간과 

일정이 모두 상이하므로 푸덱스 개최 2주 전

에 초대장을 발송하고, 이와 별도로 관련 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된 관계로 첫 출고는 

예정보다 2주 일찍 출하되어, 신제품이 보다 

빨리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일 수 있게 되

었다. 마침내 선행 통관을 마치고, 바이어의 

홈페이지에 판매 개시일이 기재되었다. 당사

의 모든 임직원들은 리뉴얼된 제품의 판매 결

과를 고대하며 기다렸다. 마침내 시식평가단

의 평가가 올라오고, 별점 5점 만점에 4점을 

받는 쾌거가 이어졌다. 

오랜 기간 많은 준비 끝에 탄생한 제품이

라 까다로운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

았고, 첫 출고와 동시에 판매도 순조롭게 진

행되어 한 달도 안돼 두 컨테이너 분량의 추

가 계약이 들어왔다. 리뉴얼 시 맛에 가장 초

점을 맞추었는데 맛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공장의 품질 상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게

다가 발주량까지 늘어 더 없이 좋은 결과를 얻

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A사와는 60억 정도

의 수출거래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좋은 

용을 공지하면서 미팅을 정식으로 요청하였

다. 미팅 요청을 통하여 부스에서 담당자별 

미팅과 샘플 시식, 런칭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리뉴얼 제품 이외

에 신제품도 함께 소개하여 추가 신제품 런칭

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전시회 기간 중 전반적인 계획이 모두 세워

졌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디자인 완성

과 부자재 준비, 원료 수배, 아이템별 수량 확

인, 영업용 샘플 준비, 선행 통관용 제품 수

배 스케줄을 확인하고, 첫 제품 생산시 바이

어 공장 입회 일정까지 조율하여 빠른 시간 내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박람회 기간 동안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와 사전조사, 구

체적인 계획 수립의 결과이며, 이를 통해 박

람회 현장에서 주요 담당자들과의 미팅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제안도 보다 쉽게 

이루어졌으며, 샘플 검토의 기회도 많이 얻게 

되는 등 좋은 일들이 이어졌다.

기존 아이템 이외에 새로운 제품군을 준비

하는 등 박람회 참가를 위해 1년이라는 시간

을 투자하는 당사의 꾸준하고 철저한 마케팅 

전략이 바로 수출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일본 시장으로의 활발한 진

출로 이어져 국익에도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

도 당사는 대한민국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적

으로 알리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모두 파이팅!

1년간의 준비 끝에 값진 성공을 이루다

제품 적재 사진

일본 A사로부터 받은 제조사 환경 우수상

 매장에 진열된 대영식품 

슈퍼마켓 전시회 미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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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Foodex Japan을 통한 세계 각국 바이어와의 만남

Foodex Japan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람회 및 세계 3대 식품박람

회 중의 하나로서 비단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식품 바이어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박람회로, 일본 

시장 및 아시아 지역 수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필히 참

가해야 하는 행사였다. 

당사 부스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각국의 바이어들과 미

팅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대만 바이어(Y사) 및 홍콩 바이어(M사)

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Dongbu Farm Gaya Co., Ltd.
동부팜가야(주)03

아시아 
시장을 향한

알로에.선인장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다 

박람회 참가의
노하우로

런칭 시기를
앞당기다

대표 | 박 연 우
참가기간

2012.3.7~2012.3.11

동부팜가야(주)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Foodex Japan 2012

종류 : 종합

개최국 : 일본

02-3705-0442
choin677@naver.com

BeOriginal! 

Foodex Japan

‘선인장’과 ‘홍시’원료의 음료는 

아시아인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상품이다. 

동부팜가야의 주스는 처음 맛보는 

바이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대만 수출을 거쳐 

홍콩 . 일본 음료 시장에도 

희망을 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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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당사의 주요 제품 등에 대한 시음 및 셀

링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바이어의 관심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

었다. 알로에 음료 및 사과, 포도 등의 과일 주스는 많이 접해봤지만 

‘선인장’이나 ‘홍시’ 등을 원료로 한 음료는 처음 맛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이 진행되었다.

상담 후 추후에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샘플 등을 나

눠주면서 성공적으로 상담을 마무리하였다. 

박람회 종료 이후 곧바로 바이어들과의 추가 협의가 시작되었다. 이

미 박람회 당시부터 당사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순조

롭게 업무가 진행되었다. 2012년 3월 박람회 후 4월에 곧바로 대만 바

이어와 20,000 달러 상당의 알로에 음료 첫 거래가 성사되었다. 현지 

반응이 매우 좋아 매달 알로에 음료를 선적하게 되었고, 6월에는 선인

장 음료도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4월부터 시작한 2012년 대만 수

출은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300,000 달러를 달성할 수가 있었다. 

2012 Foodex Japan을 통하여 현재 홍콩으로의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지 사정상 박람회 후 몇 개월 동안 업무가 지연 되었지만, 하반

기에 홍콩의 가장 큰 대형마트 중 한 곳으로부터 공장 실사를 성공적으

로 통과하여 2013년 3월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를 통해서 일본 음료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 

관련 유망 바이어 정보를 습득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본격적인 일

본 수출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제품 시음 및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해 수출을 이루어내기까지 이 모

든 성과에는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준 aT의 덕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aT를 통해 유망 지역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해외 시

장에 당사 브랜드 및 제품을 소개하고 우리 식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일조 하고 싶다.

 

선인장, 홍시 등의 
각별한 관심으로 

성공적인 
상담을 이루다

대만을 시작으로 
홍콩, 일본 수출을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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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테일과
쌀막걸리로
일본
슈퍼마켓에
입성하다

막걸리 수출시장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배혜정도가의 일본 진출 폼목인 

탁테일(천연과일과 막걸리의 칵테일)과 

우리 쌀로 빚은 쌀막걸리는 

일본 주류시장에 새로운 웰빙 열풍을 

몰고 오게 될 것이다. 

대표 | 배 혜 정

(주)배혜정도가

참가업체

참가기간

2012.3.3~2012.3.9
2012.4.4~2012.4.6

박람회 명칭

Foodex Japan 2012
Wine and Gourmet 
Japan 2012
종류 : 종합 및 개별

개최국 : 일본

02-3462-7328
baedoga@baedoga.co.kr

BHD Co., Ltd.
Recovers

the Forgotten
Traditional of

Quality
Takju

(주)배혜정도가04

FOODEX JAPAN 2012  | 2012년 3월 3일 ~ 9일, 종합 |

●  3월 7일, 동경 푸덱스에서 첫 방문 및 시음회 시작

●  FISCO그룹의 슈퍼마켓 체인 Fujicitio의 영업부장인 Mr. D.K가 방문하

여 기업 및 제품에 관한 리플렛 전달

●   3월 8일, Mr. D.K.와 함께 실무를 맡을 Mr. Y와 Mr. N이 방문 및 시음하였

고, 이날 샘플 요청하여 행사가 끝나는 날 제품을 택배로 발송

●  당사의 일본 현지 에이전트인 Mr. NZ가 FISCO그룹과 협상 진행

●  3월의 동경 푸덱스 이후 당사의 에이전트인 Mr. NZ가 방문 및 메일로 의견 

조율 및 제품 설명을 진행하고, 추가 샘플도 여러 차례 발송

WINE AND GOURMET JAPAN 2012  | 2012년 4월 4일 ~ 6일, 개별 | 
●  동경 푸덱스 한 달 뒤인 4월에 WINE AND GOURMET JAPAN 박람회를 

개별로 참가

●  이 박람회에서 FISCO의 영업부장인 Mr. Y와 당사 에이전트인 Mr. NZ가 다

시 한 번 미팅하고 당사 제품의 취급의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

푸덱스박람회에서

         일본 바이어를 만나다

Foodex  Japan 

Wine and      Gourmet   Japan 



22 | 23

●  4월 둘째 주, WINE AND GOURMET JAPAN 박람회에서 취급의사를 전

달 받은 후 당사 에이전트가 FISCO 본사 방문하였고 이때 견적서/Price 

Quotation 전달

●  당사의 제품 중에 탁테일 3종과 쌀막걸리를 OEM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 전달

●  4월 말, 탁테일 제품 사진 및 라벨 일러스트 파일 전달

●  4월 말, 쌀막걸리 FISCO 전용 라벨 제작 및 일러스트 파일 전달

●  8월 말, 디자인 컨펌 완료(4개월 소요)

●  5월 1일, 계약서 작성 요청

●  제품거래 계약서 및 기본취급계약서 두 가지를 여러 번 조율 후 6월 23일에 

계약 체결

●   7월초 계약 체결 후 당사에서 제작한 제조공정도 및 성분 분석표 전달 

●   성분 분석에 표시된 사항을 전부 일본어로 번역하고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검사 의뢰 받은 사항을 전달 

●   성분 확인 작업으로 인하여 가을 수출 예정이었던 계획 연기(성분확인이 11

월 초에 완료)

●  당사 제품을 슈퍼 제품 카달로그에 올리고 싶다고 사진 요청 

●  2012년 11월 21일, 발주서 수령

●  12월 15일, 일본 요코하마로 출항 

●  12월 17일, 요코하마 항 도착 

●  2013년 1월부터 45개의 슈퍼 mainly in Kanagawa-Prefecture

와 Tokyo에서 판매 중 

●  3월 7일 푸덱스에서 처음 만난 이후 11개월 만에 일본 시장에 판매 

●  샘플은 EMS로 아홉 번, 일본 현지에서 푸덱스가 끝난 이후 한 번

으로, 모두 10번의 샘플을 보냈으며, 총 1,649,800엔 상당 수출

수출상담 및 진행

수출성공

탁테일과 쌀막걸리의

         OEM 주문이 들어오다

첫 제품이 

        요코하마항을 향해 출발하다

FISCO 수출용 제품사진

FISCO 계약서

일본 점포 내에 제품이 전시 된 사진

발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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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ne Co., Ltd.
(주)에이원05

에이원은 2008년 2월 대구 수성대학교 BI센터에 입주(창업)하여 

장류 및 전통식품을 연구.개발해온 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0년부터는 세계적인 한류 붐을 

타고 일본시장의 진출을 시작으로 동남아 등으로 수출대상을 확대하

여 여러 기업들로부터 샘플과 상담요청을 받았으나, 확실한 바이어

를 만나지 못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무역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2011년 일본 동경, 오

사카, 한국 상품전에 참가하였으나 실적은 미비했다. 하지만 박람회

의 성격 및 수출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과 현지 시장에 

맞춘 제품디자인 및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오사카, 히로시마 한국 상품전 및 푸덱스 박

람회에서는 일본인 통역을 활용하는 등의 사전 준비와 철저한 분석

으로 실질적인 수출 상담 증가를 이뤄낼 수 있었다.

특히 aT가 주관하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 진출 시 고

려해야 하는 제반 준비 사항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향후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판로 개척과 기업 성공에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

고 확신한다.

다년간의 노하우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aT한국농수산

물유통공사의 지원에 부응하여 제품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최선

을 다할 것이다.

푸덱스박람회에서 

실질적인 

수출상담을

이끌다

에이원은 그동안 장류 및 전통식품을 연구.개발하며 

해외 진출의 기회를 엿보아 왔다.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일본 수출 길이 열리고, 

1억 원 상당의 떡볶이 및 장류 세트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표 | 이 종 현
참가기간

2012.3.6~2012.3.9

(주)에이원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Foodex Japan 2012

종류 : 종합

개최국 : 일본

053-745-1114
aonejp@naver.com

       일본
 진출과 
   세계로
      나가는
        발판을 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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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푸덱스 참가 후 J업체가 당사의 장류 세트를 보고 상담을 요

청하여, 2012년 5월경 견적서 및 샘플로 약 2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보냈으며, 2012년 7월 계약하여 제품을 수출하게 되었다. 첫 발주량은 

5,000개 상당이었으며, 그 후 주문이 늘어 2012년 10월에는 약 한 컨

테이너(1만 개 상당) 분량의 제품을 수출하였고, 현재도 한 컨테이너 분

량을 주문 받았다.

또한 R업체는 최소 주문 분량인 2천 개의 장류 세트를 발주하여 3월

부터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본 J그룹도 당사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장류 세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순조롭게 상담이 진행되었다. 2012년 5월경 구체적인 견

적 및 샘플요청이 들어왔으나, 샘플 발송 중 전통 장류의 발효 과정에서 

색상이 변하거나 항공 배송 시 부피가 팽창하는 문제 등으로 1차 220

만원, 2차 400만원, 3차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선박 편으로 수출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꾸준한 매출 증가를 기록하

고 있다. 현재 일본 JTB와 2013년 2월까지 한 컨테이너(약 1만 개)분

량 약 2000만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한 상태이며, 다른 업체에도 약 두 

컨테이너(떡볶이 및 장류 세트)분량 약 1억 원 상당의 수출을 눈앞에 두

고 상담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1만개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다

일본 수출의 

지속적인 

기회가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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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 Korea Corporation
(주)큐케이씨06

2011년 3월 foodex Japan 2011에 

참가하여 ‘H’사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품목: 菓쮸(소프트 츄잉캔디)

상담내용: OEM 진행

|    OEM 진행시, 동일품목은 
일본 본사 외 절대 판매금지
(독점권)토록 하고,디자인은 
일본에서 진행

대일 수출확대를 2011년의 사업목표로 삼아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의 하나인  Foodex Japan 

2011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참가하게 되었다. 이미 일본의 

제과제품은 그 품질이나 인지도가 매우 우수하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당사는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

로 Foodex Japan 2011 참가하였고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일

본 유수의 수입상과 바이어들이 당사 부스를 방문하여 적극적이고 긍

정적인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다.

FOODEX 
JAPAN 2011에 
참가하다

소프트 
츄잉캔디로 

일본을 
달콤하게 녹이다

부드럽고 쫄깃한 소프트 츄잉캔디의 일본 시장이 열렸다. 

큐케이씨는 소프트 츄잉캔디를 일본에 OEM으로 수출하는 한편, 

추가 신제품 등을 출시하며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Foodex Japan 2011 참가 당시 업체 간판

Foodex Japan 2011 참가 당시 팸플릿

대표 | 김 새 한
참가기간

2011.3.1~2011.3.4

(주)큐케이씨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Foodex Japan 2011

종류 : 종합

개최국 : 일본

070-4352-2800
ct@qk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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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박람회 참가 후, 당시 적극적으로 상담을 했던 ‘H’사로 부터 

소프트 츄잉캔디 제품의 OEM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OEM 계약 성사를 위한 약 4개월간의 노력 끝에 2011년 8

월 공장 위생상태를 점검한 후 최종 계약을 체결

step2
2011년 9월 1일 최종 주문확정 및 계약 체결

품목 3종

Moguchuu Candy COLA Flavor

Moguchuu Candy GRAPE Flavor 

Moguchuu Candy PEACH Flavor

초도 계약물량

약 7,000박스 (24,000,000엔)

4 x 20ft. 콘테이너

최종 판매처

株式会社 やおきん

(일본의 우마이봉으로 유명한 도매상인 주식회사 야오킹)

www.yaokin.co.jp

step3
9월 첫째 주, 바이어의 신용장 개설 및 접수 완료

step4
10월 디자인 접수 완료

step5
11월 5일, 첫 번째 선적 진행 

최종 주문확정 및 
계약을 체결하다

2013년 1월까지 
16,000박스를 수출하다

포도 맛, 콜라 맛, 복숭아 맛 제품

Yaokin사 2013년 제품 카타로그

2
추가 신제품 출시

2012년 6월, 레몬에이드 맛 출시

2013년 1월, 그린애플 맛 출시

1
수출실적 (2011년 11월 ~ 2013년 1월)

 9차례 선적으로 약 16,000박스(55,000,000엔) 수출

2012년 6월 신제품 레몬에이드 맛 출시

2013년 1월 신제품 그린애플 맛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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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g  Co., Ltd.
(주)한성식품07

(주)한성식품은 201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일본에서 진행되는 동경식

품박람회에 참가하였다. 그동안 일본 김치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미 한

국 김치의 수입과 판매는 성숙기를 넘어서고 있었고, 일본에서 생산되

는 기무치에도 가격과 브랜드 선호도에서 밀리고 있었다. 따라서 당사

의 특허 롤김치 4종에 대한 출시 및 테스트는 2012 동경식품박람회에

서 고급화 및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12 동경식품박람회는 전년 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새로운 제품의 수

입가능성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특히 한국 김치는 

건강식품과 다이어트식품으로 인식되어 있어, 기능성과 새로운 맛, 컬

러풀한 디자인은 전시회 참가 때마다 매우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박람회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美食女子]를 통해 바이어와 참관객

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2012 동경식품박람회를 통한 바이어 접촉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일본 메이저 유통업체인 OO리테일, 이또OOO, 코프

OOO, OOO생협, OOO백화점, 도큐OOO 등이 모두 관심을 가지게 되

었고 일본의 유통구조 특성상 냉장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K사, N

사, M사, I사 등과도 김치의 유통과 판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

의하여 실무적인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동경식품
박람회에서 
롤김치를 
시험
출시하다

일본 시장 조사 결과, 한국산 김치의 수입은 

성숙기를 넘어섰고 경쟁력에서 기무치에도 밀리고 있었다. 

한성식품은 고급화와 차별화된 특허 롤김치를

박람회에서 선보였고 그 결과 수출의 확신을 얻었다.

대표 | 김 순 자
참가기간

2012.3.6~2012.3.9

(주)한성식품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Foodex Japan 2012

종류 : 종합

개최국 : 일본

032-684-5500
kbyoon2@hanmail.net

특허 
롤김치로 
한국 김치 

수출의 
새로운 
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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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경식품박람회 신상품 출시를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

력 판매업체를 통한 빠른 진행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당사는 귀국 이후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출시계획과 수출가격, 그리고 샘플링 계획을 수

립하게 되었고 곧 바로 일본에서 관심을 가진 6개 업체에 4가지 상품 

샘플을 발송하였다.

다행히 당사는 3년 전부터 일본에 에이전트(M사)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를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박

람회참가를 통한 신상품 홍보와 유력업체에 대한 상담과 샘플 발송 등

으로 특허 롤김치는 200,000 달러(2년간) 상당의 수출 독점 계약을 체

결(2012년 6월)하게 되었다.

모든 기반과 수출 여건이 마련된 후, 3월 동경식품박람회에서 있었던 

뜨거운 반응과 호응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 진행에 박차를 가했다. 

우선 샘플 발송 후 바이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까지 제품의 컨셉과 

디자인을 준비했다. 일본 소비자에게 새로운 한국산 김치로 인식된 ‘미
니롤보쌈김치’,  ‘깻잎양배추롤김치’,  ‘미역롤김치’,  ‘치자미역롤김치’ 등 

4종에 대한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하였고 전통보쌈김치를 퓨전화한 김

치, 양배추와 적채로 색감을 살린 안매운 김치, 미역을 첨가하여 영양 

성분을 보강한 김치 등 기존의 한국 김치가 가지고 있던 빨갛고 매운 이

미지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기능을 살린 컨셉으로 제품을 개발하였다.

드디어 당사는 2012년 8월부터 특허 롤김치를 정식으로 수출하게 되

었고 이후 12월까지 5개월간 일반 김치류를 포함하여 총 112,000 달

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그중 특허 롤김치의 수출액이 20,500 달

러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특허 롤김치의 일본 시장 진입과 판매 가능성

을 확인했다.

일본 수출김치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전통 배추김치에서 벗어난 새로

운 김치, 그리고 김치 종주국으로서 당당하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된 이후 당사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 한류의 중심지인 신주쿠를 중심으로 당사의 제품을 입점하고 판

매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오쿠보는 이미 한국식품 전문매장과 한식, 한

류 등의 최근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당사의 제품에 대한 신규입

점과 판매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당사는 향후 일본 주류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

다. 김치의 특징은 냉장유통과 빠른 회전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최대

한 살려서 매주 주기적인 수출과 선적 일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비자

에게 빠르게 판매하고 제품에 대한 반응을 얻기 위해 일본 최대 통판업

체(K사)를 통해 판매를 시도하기로 하고 판매형식과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결과 2013년 신년행사는 한국산 고급김치의 한정판매

로 의견을 모았다.

수출업자(제조자), 수입업자(벤더), 판매사(통판채널)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생산기일을 최대한 줄여 공장 출고 후 7일 만에 일본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3일 만에 모든 상품이 택배로 배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미니롤보쌈김치(한정판매 5,000점)의 카탈로그 

판매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부분은 일본 북쪽지방에 한정하여 판매한 상태이므로 이후 동

북, 관서, 관동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현재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특허 롤김치의 시장확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번 2013년 동경식품박람회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이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특허
롤김치를
정식으로 
수출하다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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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식품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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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ong Won Co., Ltd.

우리 
전통식품으로

태국 시장의
문을 열다

(주)사옹원01

대표 | 이 상 규
참가기간

2012.4.17~2012.4.20

(주)사옹원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FHA 2012

종류 : 종합

개최국 : 싱가폴

02-2060-1100
ryu@saongwon.com

한류의 열풍이 강한 태국이지만, 

번번히 실패의 쓴맛을 느껴야 했던

사옹원의 냉동식품이 심기일전 끝에 재도전장을 던졌다. 

마침내 태국 시장의 문을 열었고

태국 전역의 제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싱가폴 식품전시회(FHA 2012)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

해 인근 동남아 국가들의 유력한 바이어들이 많이 참여한

다. 2012년 4월, 사옹원은 싱가폴 식품전시회 aT 주관 한국

관에 출전하여, 태국 현지의 바이어와 미팅한 결과 2012년 

말에 태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열대도시를 달군 HOT한 한국의 맛!

싱가폴 
식품전시회에서 얻은
재도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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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류열풍이 가장 거센 나라 

중 하나이다. 당사는 2010년부터 태국시장 진출을 희망하

여 한국 업체를 통한 수출판매를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당

사의 제품인 냉동식품이 태국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

고 가격대가 비싸며 물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장애로 작

용하여 번번이 좌절되곤 하였다. 모처럼 힘들게 잡은 수출

기회도 2011년 11월의 태국 대홍수 재해로 좌절되자 또 다

시 낙담하고 동남아국가는 아직 시기상조인가 하는 회의도 

생겼다. 그러나 2012년 심기일전하여 aT 해외전시회에 응

모한 결과 싱가폴 FHA전시회 출전 기회를 얻게 되었고 기

다리고 기다리던 태국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 참가하는 싱가폴 식품전시회였던 만큼 관람객들이 

어떠한 제품에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시식을 진행해야 눈

에 띄는 홍보가 될지 고민하며 준비하느라 어려움이 많았

다. 또한 싱가폴의 다국적 언어사용과 다채로운 문화에 지

극히 한국적인 당사의 제품이 과연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전시 준비는 aT의 해외마케팅팀 담당자들과 상의하여 전

시품 운송, 숙박, 항공, 전시부스 비품신청 등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었고, 싱가폴 첫 방문에 대한 궁금증은 싱가폴 

aT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싱가폴 시장정보와 바이어 정보

는 물론, 전시가 열리는 4월의 날씨가 어떤지, 어떤 옷을 입

고 가야 현지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지까지도 물어볼 정도였

으니 귀찮을 법도 한데 일일이 답변해 주고 친절히 설명해 

주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었다.

태국 현지수입상 P사의 부스 방문은 우연히 당사의 부스

앞을 지나가던 바이어와 인사를 건네며 이루어졌다. P사는  

최근 유행하는 한국 식품이 궁금하여 일부러 싱가폴 전시

회의 한국관으로 찾아 왔다고 했다. 알고 보니, 지난 aT주

최의 ‘바이 코리아 푸드’ 상담회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

으나 냉동식품을 취급한 적이 없어 성과없이 상담을 끝냈

던 업체였다. 그런데 1년 사이 냉동 창고를 임차하여 냉동

식품을 취급할 여력이 생겼다고 했다. 시기적절하게 싱가

폴 전시회에서 마주친 양사의 비즈니스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진행 되었다.

물론 태국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맛을 맞추느라 샘플도 

여러 차례 오가야 했고 태국 정부의 식품수입허가서를 받

기까지 절차도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상당히 길어 초조했던 

시간들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노력한 결과 2012년 

11월 말 총 12품목을 수출하여 3만 달러 상당의 수출실적

을 거둘 수 있었고, 당사의 제품은 방콕의 대형마켓을 중심

으로 태국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과거, 태국시장 도전의 쓴맛

태국 바이어와의 우연한 재회

태국 바이어와의 뜻깊은 재회

태국 시장 입성에 성공하였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태국

시장에 무사히 안착 하는 것이다. 금번에 수출된 제품을 중

심으로 판매 분석한 결과 특히 인기있는 제품들은 역시 우

리 고유의 전통식품들이었다.  

이에 당사는 한국적인 특색을 지니면서도 태국 소비자들

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태국의 현지 맛도 가미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방콕뿐만 아닌 태국 전역에 영업이 가

능하도록 바이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당사는 올해 태국시장에 10만 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의 aT해외전시회 행

사에도 응모하여 방콕의 식품박람회(THAIFEX 2013)에서 

당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렇게 해외

시장 개척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여 주신 aT관계자 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한국의 매운 맛과 현지 맛의 조화로 태국시장 제패할 것

태국 시장 진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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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이 어려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시장을

공략하다

 2011년 1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World Food Kazakh-

stan 2011에는 다음과 같은 33개국에서 233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영국, 독일, 이스

라엘, 이란, 스페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중국,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 미국, 터키, 우크라이나, 프랑스, 체코, 스웨덴, 에콰도르

  박람회 기간인 4일 동안 4,870여 명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참관하였

고 당사 부스 방문자는 50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현지 소규모 상인에서부터 직수입이 가능한 업체까지 다양한 바이어

와의 상담을 통해 현지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전시 품목인 프리마(소포장, 벌크), 하이밀키(소포장, 벌크)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 부스 방문업체 중 심도 깊은 상담이 오고 간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B 업체: 무역업체, 관심제품 프리마

P 업체: 카자흐스탄 침켄트 지역 유통 희망

T 업체1: 카자흐스탄 탈트코르간 지역 유통 희망

O 업체: 카자흐스탄 콕체타우 지역 유통 희망

S 업체: 제과 생산업체, 관심품목 벌크제품

T 업체2: 키르기스스탄 대형유통업체

이외에도 직수입이 어려운 경우는 현지 거래처를 통해 납품이 가능

하도록 연락망을 구축하였다.

Three C Co., Ltd.
쓰리씨통상(주)02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박람회를 통해 현지시장을 알게 된 쓰리씨통상은 

유통시장에 대한 빈틈을 파악하여 

현지의 유통업체와 관계를 맺고, 

마침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수출의 물꼬를 텄다.

대표 | 장 효 겸
참가기간

2011.11.1~2011.11.4

쓰리씨통상(주)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World Food 
Kazakhstan 2011
종류 : 개별

개최국 : 카자흐스탄

02-512-3696
imsesil@hotmail.com

박람회를 통해 

현지시장을 이해하다

프리마 500G, 프리마골드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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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유통업체를

발굴하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수출성공의 

결실을 거두다

카자흐스탄 입접사진(시장)

WFK2011을 통해 당사와 거래를 개시한 거래처는 아래와 같이 크

게 두 업체가 있다. 주요 품목은 동서 프리마로 수출금액 및 물량은 

두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 업체 A 수출실적

2012년도 A업체의 수출실적은 351톤(1,007,000 달러 가량)으로 이

는 대(對) 카자흐스탄 한국수출실적 중 7%에 해당하는 수출량이다. 

한국산 제품의 수출 증가 및 인지도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어 현지인

들의 일상적인 차(茶)문화의 필수 제품이 되었다. 

2. 업체 B 수출실적

2012년도 하반기부터 B업체에 529,000 달러 상당의 수출을 진행하

면서 키르기스스탄 시장에 한국산 크리머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당 

제품군에서 No.1 제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 이외에도 직수입이 어려운 지역의 바이어를 발굴하고 있다.

현지 시장 특성상 직수입이 어려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유통업체 A 발굴

-  A업체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식료품 유통업체로 기존에 당

사 수출제품(동서 프리마, 하이밀키)에 관심은 있었으나, 거래 협

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중 박람회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을 시

작할 수 있었다.

-  거래 협의와 함께 A업체와 판촉지원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였다. 

- 해당 거래처와의 초도 수출은 2012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다.

2. 키르기스스탄 비쉬케크 유통업체 B 발굴

-   당사는 기존에 키르기스스탄 비쉬케크에 거래처가 있는 상황이었

으나 B업체의 활동영역과 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 평가하여 

거래를 결심하게 되었다.

-  키르기스스탄에서 다국적 식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유통업체인 B

사의 유통망을 통해 당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동반성

장한다는 목표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  B업체와의 초도 수출은 2012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다.

WFK2011을 통해 당사는 제품에 대한 현지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었다고 평가한다.

제조사 지원-판촉용 스틱 판촉물-비닐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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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Good Corporation
(주)에버굿03

(주)에버굿은 이미 일본과 대만 등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었지만 신

시장 개척 및 새로운 바이어의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서 aT가 주관하는 

홍콩신선농산물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선농산물과 관련

된 해외 박람회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외 

전시마케팅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해외박람회의 성공적 참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본 박람회를 참가하는 데 있어 당사가 내세운 

전략은 두 가지였다.

첫째, 사전마케팅이다. 박람회 시작 2주 전부터 방문이 예상되는 바

이어들에게 E-mail을 통해 당사의 참가 사실과 부스 위치를 안내하였

고, 박람회 입장권이 필요한 바이어의 경우 당사에서 Fruit Logistica 

웹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여 전달하였다.

둘째, 많은 양의 시식과 샘플 및 디스플레이를 통한 현장마케팅이다. 

샘플 운송비가 많이 들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제품을 박람회 기

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식하게 하여 해외 바이어들이 단 한번이라도 더 

당사의 상품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두 가지 전략은 잘 들어 맞았고 E-mail을 통해 방문의사를 밝힌 

업체 중 약 20 곳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양의 샘플 준비는 시식을 

통해 바이어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바로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사전마케팅과

현장마케팅으로

신선농산물박람회를

준비하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신선식품을 
수출하다 

                                     신선농산물과 관련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거래를 성공시키며 

            더 큰 수출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대표 | 김 용 운
참가기간

2012.9.5~2012.9.7

(주)에버굿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Asia Fruit Logisica 2012

종류 : 전문

개최국 : 홍콩

02-587-1374
jungan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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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중의 홍보활동

Fruit Logistica는 아시아의 대표적 신선농산물전문박람회로 세계 

각국에서 바이어들이 참가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농산물 유통업체

들이 자사의 새로운 품종 등을 전시하며 상담하는 박람회이다.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과 접촉 중에 홍콩 aT센터의 소개로 홍콩의 대규모 

수입전문업체인 S사를 만나 상담하게 되었고, 카탈로그를 통한 회사 

소개와 시식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며 현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 

S사는 당사의 진열 상품과 시식용 상품의 품질에 만족하였으며사과, 

배 등의 수출상담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지난 시즌 태풍으로 인한 국

내산 과일의 가격 폭등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금년 시즌

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시 후 바이어 상담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S사의 한국지사 담당자와 접촉하여 단감 및 

딸기 산지를 견학하였고, 지속적인 연락으로 2013년 시즌을 기약하

자고 다짐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당사는 대만의 사과 바

이어 R사와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상담 후 사과 사이즈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첫 거래(45,000 달러)를 성사시켰고,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품목에 대한 오퍼도 낼 수 있었다. 또한, 태국

의 신규바이어 T사를 통해 단감 2컨테이너(50,000 달러)의 수출실

적을 올렸으며, 신규 바이어 E사를 통해 기존 벌크 포장이 아닌 소

포장 형태의 단감 20ft 1컨테이너(20,000 달러)를 말레이시아의 대

형 슈퍼마켓에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현재의 상황

박람회 이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하여 홍콩, 싱가폴 및 대만 바이어의 

취향 및 현지 판매에 맞도록 수량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 제품을 판매

한다는 마음으로 거래 산지의 품질 정보 및 작황 현황을 상담 바이어

들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였다.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이

즈나 요구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첫 거래를 놓치지 않기 위

해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맞추려 최선을 다했다.

당사가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요인들

이 있었는데, 첫째는 aT의 박람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쉽게 현지 바

이어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효율적인 전시

를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현지 시장에 맞는 다양한 샘플 준비를 했다

는 것이다. 셋째는 바이어와의 적극적인 거래제안 및 빠른 상품등록 등

에 노력했다는 것이다.

홍콩 및 대만은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산 딸기, 사과 및 배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앞으로도 제품의 품질관리와 꾸준한 노력 및 홍보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면 2013년, 2014년에

는 단일품목 100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품의 품질도 우수해야 하나, 그 무엇보다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이어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로 Win-

Win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aT가 주관하

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신선농산물의 수출확

대에 노력할 것이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의 

수출 계약을 

성사 시키다

단일품목,

100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에 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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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ogi Co., Ltd.
(주)오뚜기04

홍콩 식품박람회 trade hall 공동관 참가

(주)오뚜기는 2012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홍콩 식품박람회

에 참가하였다. 약 200여 명의 바이어가 당사 부스를 방문하였는데 이 

중 약 40%가 중국 바이어, 55% 정도가 홍콩 소재 도소매상이었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라면과 3분류에 관심을 보였고 홍콩과 중국에 당

사의 기존거래처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특히 ‘보들보들 치즈라면’에 대

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김치라면’, ‘기스면’ 순으로 호응이 좋았다. 

1~2일 차에는 바이어의 방문이 많았고 3일 차에는 바이어 보다 구매

를 원하는 일반 소비자의 방문 빈도가 높았다.

홍콩 식품박람회에서
중국 바이어,

홍콩 도매유통상을
만나다

오뚜기 라면의 한류열풍이 시작된다. 

보들보들 치즈라면의 이름을 홍콩과 중국에 널리 알리고 

인기를 모은 오뚜기는 박람회 후 김치라면, 

열라면 등의 판매량이 함께 늘며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을 가져왔다. 

박람회장 한국관 내의 오뚜기 부스 박람회 1일 차 시식 진행 

시식 진행요원은 오뚜기 해외영업부 홍대건 사원이며

홍대건 사원의 왼쪽은 현지 A업체 바이어

(중국 대륙에서 온 바이어들이 시식하고 있다.)

홍콩 현지 소형 슈퍼 오너들이 시식하는 모습

대표 | 양 태 용
참가기간

2012.07.15~2012.07.17

영신식품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ECRM

개별

Miami,USA

02-912-1555
ypeter50@naver.com

성공적인 

브랜드 런칭과 
매출 증가를 가져오다

대표 | 이 강 훈

(주)오뚜기

참가업체

참가기간

2012.8.16~2012.8.18

박람회 명칭

HongKong Food Expo 2012

종류 : 종합

개최국 : 홍콩

02-2010-0778
hdg0366@otto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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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동, 복건에서 도매업을 하는 C업체와 수출 상담을 통해 

약 3000만 원 상당의 발주서를 받았지만 중국 통관상의 문제로 실

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홍콩에서 유통업을 하는 B업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여 

약 5000만 원의 발주를 받는 데 성공했다. 달포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초 40ft 1컨테이너가 출고되어 10월 중순에 현지에 도착하였

다. 하지만 아쉽게도 10월 말경에 발생한 농심 벤조피렌 사건의 여

파로 추가 발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콩에서 ‘보들보들 치즈라면’의 인기가 매우 높아 다양한 업체

들과 수출 상담의 기회가 있었지만 당사는 안정적인 성장과 신뢰

를 쌓는데 중점을 두어 기존의 A업체와 신규 B업체에만 수출하기

로 결정하였다. 

한 달에 약 10,000 박스 정도 매출을 올리던 ‘보들보들 치즈라면’
은 박람회 이후 약 50% 이상 성장하여 평균 15,000 박스로 매출이 

증가하였고 판매가 저조하던 김치라면, 열라면, 오동통, 기스면 등

의 판매량도 늘어났다.

1) 박람회 전 : 1개월 평균 약 700 박스(1품목 당)

2) 박람회 후 : 1개월 평균 약 1,500 박스(1품목 당)

지금도 박람회에서 만났던 각 바이어들에게 구매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현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가 바이어 유치는 보류하고 있다. 

현재 홍콩 현지 바이어는 박람회 전 3개 업체에서 박람회 이후 5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8월 이후 홍콩 매출은 1개월 평균 약 6억 원 정

도로 박람회 전과 비교하여 약 70% 정도 성장하였다.

중국, 
홍콩으로부터 
발주 약속을 
받아내다 

홍콩 매출 
70% 성장을 
이루다

홍콩 C업체와의  상담 홍콩 현지 한국저널에서 오뚜기 치즈라면의

판매호조 소식을 듣고 취재

홍콩현지 B업체와 홍콩AT사무실에서의 미팅

(향후 수입방향 및 판매전략 회의)

홍콩 B업체 창고에 도착한 

당사 제품사진

현지 P유통에 입점된 당사 라면제품

오동통면, 열라면, 김치라면, 치즈라면

현지 C유통에 진열 . 행사중인 당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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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rang Co., Ltd.
(주)한사랑05

㈜한사랑은 aT의 개별참가박람회 지원사업을 통해   

WOFEX 2012(World food Expo)에 참가하였다.

 1. 전시회기간 : 2012. 8. 1 ~ 2012. 8. 4

 2. 장소 : 마닐라 월드 트레이드 센타

 3. ㈜한사랑의  전시 품목

   ① 새송이버섯(King oyster)

   ② 팽이버섯(Enoki)

   ③ 만가닥버섯(Shimeji)

   ④ 느타리버섯(Mattari)

버섯과 함께 
WOFEX 2012에 

참가하다

버섯을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의
문을 연다

한사랑은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만가닥버섯, 느타리버섯 등의 

버섯 제품을 박람회에서 선보였다. 

그 결과 필리핀에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 

단감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딸기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WOFEX 2012전시장 입구

전시장 내부

한사랑 부스

대표 | 김 종 해
참가기간

2012.8.1~2012.8.4

(주)한사랑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WOFEX 2012

종류 : 개별

개최국 : 필리핀

055-312-7882
alp-kjh@hanmail.net



56 | 57

1. 바이어 별 상담 내용

● A바이어 :  한국산 팽이버섯의 품질과 포장이 우수하다며 대

리점 연결을 희망

● B바이어 :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에 관심

● C바이어 :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에 관심을 보이며 소량 납

품이 가능한지 문의

● D바이어 :  한국과 직거래가 가능한 지 문의하여 제품에 대한 

견적서 제공

● E바이어 :  버섯과 한국과일을 1/2씩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상담 진행

● F바이어 :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식당용 팽이버섯을 요청하

여 상담 진행

2. 상담 바이어 중 B 바이어의 요구사항

●  도착 후 2주 이내의 품질보증을 희망

●  팽이버섯이 주로 필요하나 새송이버섯과 만가닥버섯도 필요

시 혼적을 요구

●  가격은 중국가격에 대비하여 다소 고가이나 연 중 동일한 가

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

3. 한사랑의 대응

●  한국산의 우수한 품질과 생산과정을 설명

●  새송이버섯과 팽이버섯의 GAP 상황과 추적성을 설명

●  B사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수용

1. 성과 

 ●  버섯 첫 수출 성공 : 20 ft 컨테이너 1대 선적(2012년 8월22일)

2. 첫 수출 내용  |  수입자 : FH사 (B바이어)

●  품명 : Enoki(팽이버섯)

●  수출신고일 : 2012. 8. 22  |  선적일 : 2012. 8. 27   

●  신고번호 : 030-15-12-03092356  

●  순중량 : 5,000kgs 

●  수량 : 500ct

●  신고가격 : 팽이 FOB USD 8,282

●  품명 : 새송이버섯(King oyster), 만가닥버섯(Shimeji)

●  수출신고일 : 2012. 8. 22  |  선적일 : 2012. 8. 27

●  신고번호 : 030-15-12-03092394

●  선적일 : 2012. 8. 27

●  순중량 : 새송이-1,500kgs / 만가닥-150kgs

●  수량 : 새송이-225ct / 만가닥-50ct

●  신고가격 : 새송이 FOB USD 3,067 / 만가닥 FOB USD 684

●  이후 매월 20ft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의 수출을 추진 중

3. 버섯 외에 추가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한국 단감에 대한 수출 성과

●  11월 1일, 필리핀에 단감을 첫 수출하고 현재까지 40ft 컨테이너 3대 

분 수출

●  12월, 필리핀 현지 단감 프로모션을 개최하기로 하고 함안군청 및 수

입 바이어와 공동 프로모션 진행

●  단감 수출 금액: FOB USD 134,062

4.  버섯과 단감의 성과를 배경으로 딸기 수출을 요청중이나, 필리핀
에서 아직 허가되지 않는 품목이라 등록(Register) 추진 중

팽이버섯에 
바이어의 주문이 

시작되다

버섯, 
단감과 함께 
수출 품목을

늘리다

전시회 준비 중 방문객 질의문답 중 B바이어와 상담 중

필리핀 버섯류 첫 선적 함안단감 필리핀 첫 수출 선적 필리핀 단감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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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G Korea Co.
IKG코리아06

1. 매칭 수출국가 선정

2012년 9월 aT를 통해 종합박람회에 처음 참가했다. 대상 국가는 

베트남이었다. 최근 자료를 보면 베트남은 신흥수출 유망국가로 젊

은 소비층이 많고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

다고 한다. 베트남의 이러한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때마침 aT에

서 호치민 종합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함에 따라 스낵류를 수출하

기로 하고 신청을 했다.

2. 바이어 명단 확보 및 사전마케팅

지난 2008년과 2010년 베트남을 다녀온 것을 발판삼아 바이어 명

단을 작성했다. 이와 함께 aT가 사전마케팅을 위해 제공해 준 바이

어 리스트에 따라 초대장을 PDF파일로 발송했다. 수입품목이 정확

히 일치하는 수입사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박람회 참가상황을 안내

하고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바이어들에게도 같은 초

청 메일을 보내 수출상담을 요청했다.

또한, 아그로트레이드, 알리바바닷컴, 트레이드키, 고비즈 등 온라

인 마케팅사이트를 통해 스낵류 수입 요청을 해왔던 바이어도 총망

라해 수출상담을 요청했다.

 3. 사소한 관심사에도 응대

100여 명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전화연락을 취

하였는데 간혹 어떤 바이어는 당사의 주력 수출품인 스낵류 외에도 

김류, 소스류 등에 대한 정보도 요청해 왔다. 다품목 소량수출을 통

해 마켓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바이어가 원하는 아이템 사

진을 발송하고 가격리스트를 보내는 등 바이어의 사소한 관심사에

도 정성을 다했다.

호치민 종합박람회로 
베트남 수출을 모색하다

스낵류, 
베트남.라오스 
수출에 
성공하다

베트남은 신흥수출 유망국가로 

젊은 소비층이 많고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곳이다. 

IKG코리아는 현지인 통역 고용과 

인근 국가의 바이어 지원 등을 통해 

베트남은 물론 라오스 수출까지도 성공할 수 있었다.

대표 | 박 금 순
참가기간

2012.9.13~2012.9.16

IKG코리아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Food & Hotel Vietnam 2012

종류 : 종합

개최국 : 베트남

02-2157-3999
inkee99@hanmail.net

We trade for premium food, 
agriculture and fishery

바이어리스트

자체적으로 확보한 바이어

리스트는 물론 aT에서 제공

한 관련품목 바이어 리스트

를 대상으로 사전 마케팅을 

진행했다.

초청장

초청장을 영문으로 제작해

100여 명의 바이어에게 

개별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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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인 통역 고용 시장현황 파악

베트남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A사를 통한 현지 통역 고용으로 수출

상담, 유통업체 규모 및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식문화 차이

로 인한 현지인 기호도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박람회 참가 후 

현지 통역인을 베트남 직원으로 채용하여 유통업체 및 수입사들과

의 추가적인 수출입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 인근 국가 바이어의 전폭적 지원

또한 알고 지내던 라오스 바이어를 호치민박람회장으로 초청하여 함

께 상담을 진행했다. 베트남에서도 사업체를 경영하는 이 바이어를 

통해 현지 에이전트를 소개받는 한편, 베트남 시장의 주의할 사항 등

에 대해 상세하게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피가되고 살이되는 바이어매칭 프로그램

호치민박람회에서 수출상담이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바이어매칭 프

로그램이 크게 일조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당사 아이템에 부합되는 

바이어를 하루에 많게는 8명 정도를 집중 상담하면서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상담한 바이어는 꼭 함께 사진을 촬영해 향후 매칭프로그램에 팔로

우 업이 될 수 있도록 기록했다. 또한 바이어 상담이 종료된 후 매

일매일 상담내역을 엑셀자료로 상세하게 남겼다. 바이어 기본 정보

는 물론이고 수출가능성을 토대로 바이어를 A등급에서부터 F등급

으로 나눴으며, 상담 시 오고간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고 받은 명함

도 파일에 첨부했다.

4. 타 국가 경쟁업체 파악 및 대처방안 모색

방문객이 다소 뜸한 오전시간에는 베트남 국가관은 물론, 외국관을 

찾아가 당사와 경쟁이 되는 아이템 가격 및 품질 등 상품성을 조사

하고 이를 토대로 당사 아이템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수출가격 산출

에 반영했다.

1. 상담보다 더 중요했던 팔로우 업

귀국길에 상담결과를 정리한 파일을 일일이 검토하여 등급별로 팔

로우 업 계획을 세웠다. 현지 팔로우 업은 당시 통역원이었던 현지

직원을 활용했고, 라오스 바이어가 추천한 베트남 에이전트를 통해 

이뤄졌다. 베트남어로 번역한 상담 내용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전

달함으로써 지속적인 상담을 이끌어냈다.

당사의 직접적인 접촉도 필요했기에 A~C등급으로 분류된 바이어에

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걸어 관심도를 높였다.  

2. 바이어 신용조사 및 파트너 선정

베트남 에이전트를 통해 상담한 바이어들을 A~C등급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인 수입을 원했던 바이어들에 대한 신용조사를 요청했다. aT

에서 운영하는 아그로트레이드를 통해 무료로 바이어 신용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지 에이전트 및 직수입을 요청했던 A업체, B업체 등

의 신용도를 확인하니 믿을 수 있어 거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3. 베트남 시험 수출 성공

여러 명의 바이어와 상담하고 팔로우 업의 과정을 거쳐서 많은 양

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스낵류.김류(8,361 달러)를 베트남에 처

음 수출할 수 있었다. 수입을 위해 요청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많았

지만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 향후 수출에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4. 라오스 시험 수출 성공

수출은 인근 국가인 라오스로도 이어졌다. 베트남에서 만난 바이어

의 알선으로 라오스에도 18,000 달러의 수출성과를 기록했다.

베트남 에이전트 A업체는 캄보디아에도 유통 루트를 가지고 있어 향

후 캄보디아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박람회 참가로 인근 국가인 라오스 수출 실적도 올리는 등 성과

를 톡톡히 거둘 수 있었다.

바이어매칭 프로그램 등으로 
상담에 만전을 기하다

베트남, 라오스 
시험 수출에 성공하다

현지통역요원

수출상담 장면

상담결과-베트남어

베트남수출신고필증

바이어 신용조사서

국문으로 작성 후 현지직원

을 통해 베트남어로 전환, 

현지 에이전트가 지속적인 

상담추진

aT에서 운영하는 agrotrade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바이어 

신용조사를 할 수 있다.



62 | 63

중동권 식품박람회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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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식품 기업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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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inseng Research Co., Ltd. 중동시장 공략은 Gulfood Dubai부터

고려인삼연구(주)가 처음 두바이식품박람회(Gulfood Dubai)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예맨의 A사로가 거래 제의를 했던 2005년부터이다. aT에서 주관하는 

두바이식품박람회는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

란, 이집트, 쿠웨이트, 바레인, 예맨, 오만, 카타르, 인도, 파키스탄 등 주변국

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관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이다. 또한 아랍에

미리트는 그 지역 자체시장보다는 주변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더 높은 물

류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쉽지 않은 수출과정

2005년 aT주관의 두바이식품박람회 한국관에 참가하여 예맨 A사와 거래상

담 및 계약을 하고 기분 좋게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첫 수출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예맨보건국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Population)

의 수입규정에 따라 인삼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여러 차례의 샘플요청

과 계속되는 등록서류 재요청, 예맨보건국 담당자의 공장실사 등 오랜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다. 노력 끝에 2007년 인삼캡슐 2종이 예맨보건국에 등록되었

고 그 해 본격적인 예맨 지역 첫 수출이 시작되었다.

동일전시회 3회 이상 참가는 최고의 홍보 효과!

전년 두바이박람회가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2006년에는 다시 

참가해야 할 지 고민이 많았다. 한 번 더 참가해보자는 심정으로 같은 박람회

에 신청하였고 우연히 사우디아라비아 K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해 중

동지역으로의 첫 수출이 이루어졌고, 2008년에는 이란바이어를 만나 이란 및 

아랍에미리트에까지 수출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그 후로도 거의 매년 동 박람회에 계속 참가해오고 있다. 이 박람회가 이집트, 

이라크, 터키 등 주변국의 신규 바이어 발굴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

각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회사이미지 제고와 거래선 확보, 고려인삼이라는 

한국 특상품을 홍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매체는 없다고 생각한다.

중동수출의
홍보매체인
두바이
식품박람회에
다시 
참가하다

한국 인삼, 
더 큰 중동 시장으로 간다

고려인삼연구(주)01

D
u

b
ai

예맨 시장의 수출 경험을 통해 

중동시장의 진출을 엿보던 고려인삼연구가 

두바이식품박람회를 통해 날개를 달고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 이라크를 뚫고

더 큰 중동시장 도전의 꿈을 이룬다.

2012년 두바이식품박람회

대표 | 신 왕 수
참가기간

2012.2.19~2012.2.22

고려인삼연구(주)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Gulfood Dubai 2012 

종류 : 종합

개최국 : 아랍에미리트

02-6300-2400
uckim@ginsengresea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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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시장의
더 큰 
도약을 향해 
나아가다

aT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의 적극적 활용 및 철저한 준비 

당사가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첫째, aT의 박람회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쉽게 현 바이어와의 거래 기회를 얻

은 점이다.

둘째, 효율적인 전시를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 및 현지 시장에 맞는 다양한 샘

플을 준비한 점이다.

셋째, 이란 지역의 시장확대 및 제품선전 효과로 인한 이라크 바이어의 적극

적인 거래 제안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라크는 이란과 종교적 적대국으로 인식해 왔지만, 실제는 이란과 상당히 많

은 교류가 있고 이라크 내에서 이란상인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라크 

지역도 이란 지역처럼 꾸준한 제품홍보 및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현지시장에 

맞는 신제품 추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큰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거래선 확장

중동시장의 점유 확대 및 신규 바이어 발굴에 대해 고심하던 중 2012년 2월,

aT가 주관하는 두바이박람회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하게 제품을 준비하고 사전에 식품, 의약품 관련 바이어

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하였다. 전시제품 구성도 인삼, 홍삼차 등 일반제품보

다는 현지어로 표기된 인삼캡슐 제품들을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홍삼차, 홍삼캔디 시음, 인삼캡슐 배포 등의 행사를 통하여 잠재 바이어들의 

관심 및 유도를 꾀하였다. 또한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된 10여 종의 인삼캡슐

제품 준비는 바이어들의 다양한 기호 및 요구를 충족시켰고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던 중 이라크 P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바이어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인 거래 제안으로 인삼, 홍삼 등 10여 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P사가 위

치한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은 터키, 이란과의 접경지역으로 3국으로의 유

통이 빈번한 지역이기도 하다.

박람회 이후 약 10개월간의 샘플테스트와 등록과정을 마치고 올해 1월 10일 첫 

시험주문(60,977 달러)으로 2월 20일 이라크로의 첫 선적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2종의 제품이 추가로 진행중에 있어 올해 2013년 수출액은 약 50만 달

러로 예상하고 있다.

10개월간의
테스트 끝에
이라크에 
첫 선적이
시작되다

주문제품



68 | 69

2012 Foodex Japan을 통한 세계각국바이어와의 만남

Foodex Japan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람회 및 세계 3대 식품박람

회 중의 하나로서 비단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식품 바이어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박람회로서 일본

시장 및 아시아 지역 수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필히 참

가해야 하는 행사였다. 

당사 부스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각국의 바이어들과 미

팅을 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대만 바이어(Y바이어) 및 홍콩 바이

어(M바이어) 와 콘택이 이루어졌다.

Biotech Co., Ltd.
바이오테크(주)02

대표 | 조 건 식
참가기간

2011.2.27~2011.3.2

바이오테크(주)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Gulfood Dubai 2011

종류 : 종합

개최국 : 아랍에미리트

T. 061-278-0963
F. 061-278-7611

바이오테크(주)는 평소에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의 강한 의지를 갖고 식품의 소비 중 1인당 소금 소비량이 높은 중동

지역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던 중 aT에서 주관한 두바이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다양하고 

많은 바이어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당사의 혈압강하 기능 

소금을 중동시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런칭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곳

이 바로 P사이다.

P사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GCC와 아프리카 지역에 물품을 공급하

고 120개의 직영판매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박람회가 끝나고 돌아오기 전 직접 P사를 방문하여 당사의 제품

인 혈압강하소금(120/80 SYMBIOSAL)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였

는데 큰 호감을 갖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조사를 해 보기로 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이메일과 전화로 의사전달을 하며 시장조사를 시작하

게 되었다.

오직 소금만이 짠맛을 내는 조미료로 사용되는 중동의 식문화에서

는 인구대비 소금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 비만, 당뇨 등 성인

병 비율이 높은 중동의 부자들은 혈압강하소금에 대한 충분한 니즈와 

구매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분석되어 중동시장은 좋은 마켓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당사의 소금은 세계 최초로 인체임상3상을 실시하고 세계의학학술

대회에서의 발표와 논문등재를 통해 의·과학학회에서 인정받았으며, 

현재 미국, 유럽, 쿠바 등 여러 국가에서 Health Claim의 등록을 진

행 중이다.

두바이
식품박람회와 함께 

중동시장을 
공략하다        혈압강하 

    소금으로 

 중동의 
    부자들을 
        매혹하다

질 좋은 한국산 소금에

혈압강하의 기능까지 더해졌다.

바이오테크의 소금은,

식품 소비 중 1인당 소금 소비량이 높고

고혈압.비만.당뇨 등의 성인병 비율이 높은 중동의 부자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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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상담 장면 박람회장에서 바이어와의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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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8일 두바이의 P사와의 처음 만남 이후, 그들과 함께 

UAE 시장 조사를 위해 AED 32,000(8,700 달러)의 비용지출과 6개월 

간의 시간 (2011.9~2012.3)을 소요하게 되었다.

시장조사 결과 소금에 있어 건강기능 표시허가(Health Claim)가 없

는 상태에서는 Premium Gourmet Salt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당사의 

수출가를 2.5달러/125g에서 2.0달러/125g로 낮춰서 시장 진입할 것

으로 요청되어 당분간 2.0달러/125g 로 중동시장에 진출하기로 양사

간에 협의하였다.(소비자가 15~10달러로 진출)

그 후 양사 간에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2012.5.2) 최소 6

개월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되는 UAE 정부(두바이 지방정부)의 수입식

품 등록절차를 진행하였다.

2012년 5월 3일, 마침내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의 관문이라 할 수 있

는 UAE로의 진출을 위해 두바이를 중심으로 High Quality Marketing

을 진행하는 P사와 Partnership을 체결하였고, 두바이 지방정부에 정

식으로 수입식품등록 절차를 거쳐 2012년 12월 말에 등록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당사의 혈압강하소금 120/80 SYMBIOSAL

은 GCC 6개국에 정식 루트를 통해 식품·건강식품 매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동 및 아프리카 
건강식품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다

Sa
lt 대망의 

중동 첫 수출이 
시작되다

2012년 12월말에 등록절차가 완료되어 2013년 1월 15일자로 

두바이의 P사로부터 샘플 주문을 받아 진행 중이다. 

이 제품은 라벨 제작이 완료되는 2월 초에 수출이 진행될 것이다.

수출시기 : 2013년 2월

수출품목 : 소금(혈압강하소금, 120/80 SYMBIOSAL)

수출물량 : 4,416병(125g)

수출금액 : 1.5달러(125g), 총 6,624 달러

120/80
SYMBIOSAL

United Arab Emirates

Commercial AgreementUAE 식품수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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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 Co., Ltd.
세미기업(주)03

세미기업은 1999년 스무디 과일음료의 원료를 한국에 처음 선

보였다. 이 원료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에 납품되고 있을 정도

로 제품의 맛과 기술력을 인정 받았으며 스무디, 생과일주스, 칵

테일, 쉐이크 등 각종 과일소스 응용 음료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덧 내수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해외 시장 

수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시장 분석 결과, 덥고 건조한 중동 기후 및 중동의 음료시장이 

유망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 1차 타깃 지역으로 삼았다. 그 후  

2012년 2월 aT의 도움을 받아 당사가 원하는 두바이 식품박람회

(Gulfood Dubai)에 참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 기간 내 많은 바이어들이 부스를 찾아와 당사 제품에 대

해 관심을 보였으며, 전시회가 끝난 며칠 후 사우디아라비아 C 

업체 바이어에게서 인콰이어리 메일이 왔다. 당사 부스를 방문

한 고객이었는데 건네 준 카탈로그를 보고 관심이 있어 스무디

와 인삼 파우더 등의 샘플과 레시피를 알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

였다. 당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요청 사항에 응

대하였다.

두바이 
식품박람회에서 
중동과 만나다

 스무디로 
중동의

무더위를 
식히다

한국에서 스무디 과일음료를 

처음으로 선보인 세미기업이지만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다. 

돌파구로 선택한 중동시장, 

열사의 땅으로의 수출 대장정이 시작된다. 

대표 | 김 재 동
참가기간

2012.2.19~2012.2.22

세미기업(주)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Gulfood Dubai 2012

종류 : 종합

개최국 :아랍에미리트

02-584-8955
samicorp@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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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C업체에서는 당사 제품의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 중 스

무디 제품의 맛이 훌륭하다며 관심을 표시하였다.

수출 상담을 계속 진행하면서 제품 내의 성분 표시 변경(이슬람 

HALAL), 박스 및 제품 라벨 변경(아랍어)요청 등 수 많은 요구사항

들이 있었지만 한국무역협회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대응한 결과 결국 약 30,000 달러(20ft 컨테이너 1대) 상당

의 발주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테스트와 상담을 거쳐 
              발주에 성공하다

현지 도착 후, 
당사 제품 하차 모습

20ft 컨테이너 적입 대기 중인 제품 현지 업체 창고에 
보관중인 당사 제품

현지 매장 전경

 당사 제품에 대한 현지 포스터

현지 Shop에서 
판매중인 당사제품

20ft 컨테이너 도착 모습 20ft 컨테이너에 제품 적재 

우려와 달리 제품의 상태는 좋았고 바이어도 품질에 흡족해 하

였다. 미팅 결과, 당사는 월간 20ft 컨테이너 1대분(약 30,000 

달러) 발주라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좋은 기회를 주신 aT 관계자 여러분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스무디를 수출하다

바이어와 현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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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Plus Co., Ltd.
퓨어플러스(주)04

 1. 퓨어플러스의 첫 해외식품박람회 

퓨어플러스(주)는 2011년 기준, 간접수출로만 약 7백만 달러 가량

을 수출하였고 2011년 12월 해외사업부 발족 후 해외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을 목표로 해외 식품박람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내·외를 합쳐 박람회 참가는 처음이었기에 많은 기대를 안고 참

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2. aT의  지원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두바이식품박람회(Gulfood Dubai)에 참가 

신청을 하려던 중 aT에서 진행하는 ‘2012년 상반기 박람회 지원사

업’에 당사가 선정되어 부스 및 장치비 등을 지원받고 20여 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3. 사전 마케팅 활동 

박람회 전 aT의 공동 설명회에 참가하여 항공, 호텔 일정부터 현지 

기후나 문화 등에 대한 정보와 동 박람회에 참가하였던 느낌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만약 개별박람회로 참가하게 되었더라

면 알지 못했을 정보들을 알게 되어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설명회에서 알려준 방법을 이용하여 바이어의 DB를 찾아 사전 

마케팅 활동을 하였다. 

그 일환으로 초청장을 직접 디자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메

일로 접촉하여 당사 부스로의 방문을 유도하였다. 또한 16억 무슬림 

인구의 수요를 파악하고 박람회 전 할랄 인증도 획득하여 중동 시장 

진출 준비를 마쳤다.

두바이박람회로 
해외식품박람회에 

첫 발을 내딛다

알로에로 
중남미 시장을 적시다

퓨어플러스 부스 시음과 상담중인 모습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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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박 헌 식

참가기간

2012.2.19~2012.2.22

퓨어플러스(주)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Gulfood Dubai 2012

종합
아랍에미리트

Tel : 032-523-1800
e-mail : pureplus@pureplus.co.kr

기대에 부푼 첫 박람회, 

퓨어플러스는 해외사업부 발족 후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첫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도 참가하는 박람회에서

코스타리카로의 수출과

중남미 진출의 기회도 함께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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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출발 전에 아랍에미

리트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 인접 국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였다. 가장 중요한 종교와 문화, 그리고 기후, 식습관 등

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선호하는 음식이나 색 등에 대해서도 숙

지하고 출발하였다.

두바이에 도착한 후에는 부스 세팅과 시장조사를 하였고, 특히 

음료에 대해서는 현지 대형마트, 편의점, 일반 소매점 등에서 소

비자 가격을 조사하는 등 당사의 음료 가격대를 재점검하였다.

2. 박람회 중 (2012.2.19~22, 4일간)

두바이식품박람회 개막 후 4일간, 통역원 1명을 포함하여 4명

은 식사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상담 일정을 진행하였다. 첫 날

부터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몰려드는 상담과 시음행사로 하

루 100여 건 이상의 상담 일지를 기록하고 매일매일 결산을 하

여 상담의 결과를 토론하였다. 60% 이상이 두바이를 본거지로 

하는 바이어였고 이란, 예멘 등의 인접 국가 비율도 높았으나 

워낙 큰 박람회이다 보니 유럽이나 남미, 아시아 등의 바이어

들도 많았다.

3. 박람회 후

첫 해외 박람회이다 보니 경험이 없어 혹시 놓치는 일이 있을까 

하여 중요한 상담을 하신 분들 위주로 사진 촬영을 하였고, 박

람회 후 이메일 발송 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니 대부분의 바

이어들이 고맙다며 답신을 보내왔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이메

일 및 전화 통화를 하며 견적을 발송하고 조정하며 실제 구매자

를 가려내었다.

1. 계약 성사

박람회 후 접촉하였던 바이어들 중 가장 열의를 보인 것은 코스타리

카 바이어였다. 처음에는 Private Label로 진행을 원했었지만 여름 

시장을 타겟으로 하며 당사 제품의 디자인과 맛이 좋아서 퓨어플러

스 제품으로 진행하기를 원했다.

또한 독점권을 요구하기에 초년도 물량을 연간 120 컨테이너로 합

의하여 수출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3월에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하여

공장 및 본사를 견학한 후 수출이 진행되었다. 

2. 샘플 발송 및 각종 제반 서류들

코스타리카에 진출하기 위해 자체 발급하는 서류 뿐만 아니라 식약

청 등의 기관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들도 요청을 받았으며, 모든 서

류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원본을 보내야만 현지에서 통관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샘플 발송 및 제반 서류들을 몇 차례 DHL로 

보내고 나서야 허가가 나고 선적이 이루어졌다.

바이어에 의하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a cheating business 

country’ 라는 말로 표현을 하며 브랜드 등록을 훔치는 일이 매우 

잦으니 브랜드 등록부터 서두르라는 충고를 듣고 코스타리카 현지

에 브랜드 출원을 신청했다. 수출 진행 후 두 번째 선적 시에는 당

사에서 마케팅용 배너 및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현지의 홍보를 도와

주기도 하였다.     

3. 수출 진행(수출액)

2월 두바이식품박람회에서 바이어를 처음 만난 후 진행을 서둘렀기

에 4월 8일에 첫 선적을 이룰 수 있었다. 첫 선적물품이 현지에 진열

되고 5월 중순경 재발주가 들어와 다시 선적하였으며 점차 발주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바이어가 코스타리카 이외에 멕시코 등

의 중남미 국가에도 거래선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기대된다. 현재까지의 수출액은 아래와 같다.

하루에
 100건이 넘는

 상담일지를 
적다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중남미 국가의 수출을 노린다 끝으로..

현지 월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

알로에 가격대 점검

대형 매장에 입점 박스 채로 팔리고 있는 
퓨어플러스 알로에 음료

진열되어 있는
퓨어플러스 알로에 음료

시장 로드샵에 진열

(단위 : USD)

수출 선적일 수출 신고필증상 금액(FOB)

4/8 68,530

5/24 55,450

7/3 72,994

7/10 10,249

합 계 207,223

이 사진의 주인공은 선상에 편히 앉아 계신 남자 분이

아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남자 분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퓨어플러스 알로에 음료이다.

바이어가 코스타리카 근해를 여행하다가 유람선에 앉

아 있는 남자 분이 퓨어플러스의 알로에 음료를 들고 있

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남자분의 초상권을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지만,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저희 팀원들 모두가 그간 쌓였던 피

로를 한 방에 날려 보냈다.

또한, 코스타리카 바이어뿐만 아니라, 7월에는 두바이 

박람회를 통해 발굴한 두바이의 바이어로부터 발주를  

받아 한 컨테이너지만 첫 선적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만든 한국의 음료가 널리 퍼져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퓨어플러스 음료를 찾아볼 수 있게 더 열심

히 뛰어야겠다.

아울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도움이 없었으

면 진행될 수 없었던 일임을 잘 알고 있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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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K Co., Ltd.
(주)에스아이케이05

이란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가

중동에서 인구가 7800만 명이 넘는 대국인 이란 시장의 가능성을 간

파한 (주)에스아이케이는 2010년부터 이란 수출을 모색하고 현지 바이

어를 개척하던 중 aT 개별 박람회 기회를 통해 테헤란에서 열린 Iran 

Food+Hospitality에 참여하게 되었다. 중동국가에서도 특히 이란은 바

이어의 한국 방문이 초청장 없이는 힘들고 직항편이 없는 등 여건이 좋

지 않아 시장 개척이 힘든 지역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 이란 현지에서 직접 바이어를 만나 제품 및 회사를 소개하

고자 현지 박람회의 참여를 계획하게 되었다.

중동 및 이란 음료시장은 알콜류의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이

유로 당도가 높은 주스류가 인기가 많고 중국산보다는 한국제품이 품

질 및 가격을 인정받아 선호되고 있다. 당사는 이러한 강점과 2010년

부터 이란 수출을 진행하며 쌓은 현지 바이어 응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로에주스 및 과실음료, 커피 제품 및 당사가 직접 제조한 냉동건조 과

일류도 샘플로 준비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등지의 다른 박람회에서 만났던 이란 바이어들에

게 미리 이메일을 보내어 현지 박람회장에서의 미팅을 주선하고 원료 

함량과 당도를 높여 새롭게 리뉴얼된 알로에주스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시음행사를 하던 중 현장에서 S사와 C사를 만나게 되었다.

Iran Food+Hospitality 
참가로 이란 시장에 진출하다

   우리음료로,

이란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
  입점하다

중동 및 이란은 

알콜류의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이유로 

당도가 높은 주스류가 인기가 많다. 

에스아이케이는 

박람회에서 만난 기존 거래처 및 신규 거래처의 수출을 통해 

수출의 5배 증가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주)에스아이케이 전시회 부스 바이어 현장 미팅 박람회 현장

대표 | 손 일 식
참가기간

2012.5.20~2012.5.23

(주)에스아이케이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Iran Food+Hospitality 2012

종류 : 개별

개최국 : 이란

070-7011-5706
sik.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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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란시장 판로 확대

박람회를 통해 새롭게 만난 바이어 C사는 싱가폴 및

태국 등지에서 통조림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 원료 함

량과 당도를 높여 새롭게 리뉴얼된 당사의 알로에주스

에 관심을 가져 계약이 성사되었다. 음료 품목의 수입

및 한국과의 거래가 처음이었기에 현지에서 제품등록, 

수입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란 무역에 

경험이 있는 당사가 절차 안내를 비롯하여 각종 인증서 

발급, 이란대사관 공증 및 전달 등 모든 프로세스에 도

움을 주었다. 또한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USD 

결제가 아닌 KRW 결제를 채택, 첫 수출로 총 4컨테이

너 82,496,400원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현재 판매

추이를 지켜보며 2차 오더를 진행 중에 있다.

태국 바이어의 소개로 다른 바이어인 S사와 현지에서 

미팅을 가진 후 현장에서 바로 수출계약을 했다. 2012

년 하반기 8만 달러를 시작으로 알로에주스 Pet와 Can 

제품의 OEM수출이 이루어졌고, 3개월에 2~4컨테이

너씩 현재까지 총 16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2013년

도 품목 확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람회를 통해 기존 바이어와의 관계 개선 및 성과 

향상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기존 바이어인 O사는 

2010년부터 당사에서 OEM 생산한 알로에주스 제품을 

현지에 판매하였으나, 다른 수입 과실음료들에 밀려 판

매가 저조하여 대책을 강구 중이었다. 방문이 어려워 

자주 만나지 못했던 O사의 대표와 박람회 현장에서 신

제품 개발과 타 지역 추가 세일즈 오피스 설립에 관한 

논의 및 기존 음료 외에 다른 맛의 추가, 고가 제품인 

NB can 망고 라인의 런칭을 합의했다. 성공적인 현지 

미팅 후에 수출된 23개 컨테이너 물량의 현지 판매는  

눈에 띄게 촉진되어 수출물량 증가로 이어졌다. 기존 4

가지 품목에서 새로운 맛 2종이 추가되어 6종으로 확대

되었고, 2012년 말에는 망고코코 NB Can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 현재 7종이 수출되고 있다.

수출결과 및 입점 현황

기존 바이어 O사에 수출하고 있는 알로에주스와 과

실주스 7개 품목은 현재 Mahzyar supermarket과 같

은 대형마트를 비롯하여 Bandar Abbas 지역 슈퍼마켓

에 입점되어 TV광고, 국내전시회 참가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판매가 촉진되고 있다. 2012년 하반기에

는 전시회 이전과 비교하여 4배 향상된 133개의 컨테

이너에 해당하는 28억 원 가량의 수출실적을 이루었으

며, 2012년 한 해에 총 3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란의 S사와 C사에 수출된 Pet, Can 2종과 

Pet 2종은 각각 테헤란, 쉬라즈, 아스완 지역 등의 슈퍼

에 입점되어 활발하게 판매되었고, 2012년도 이란 지

역의 수출은 340만 달러로 5배 이상 증가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신생 회사와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

고 잠재 바이어들과의 관계 유지, 기존제품을 개선하는 

등, 이란 시장 개척을 위한 자사의 노력과 aT의 지원 덕

분이었다. 이란은 방문이 어려운 국가일 뿐 아니라 규

제가 심하여 이란바이어들의 한국방문도 쉽지 않은 환

경에서 aT 개별지원 박람회를 통해 직접 이란바이어를 

만나 거래선을 연결한 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 2013년에도 Made In Korea 제품의 이란

시장 선전을 기대한다.

기존 및 신규 거래처와의 
상담 기회를 만들다

기존 및 신규 거래처 
수출의 증가를 가져오다

S사 수출제품 2종 현지 포스터 O사 수출제품 6종 현지 포스터

O사 수출제품의 현지마트 내 진열

C사 수출제품의 현지마트 내 진열

테헤란 공항 면세점 내 입점

S사 수출제품의 현지마트 내 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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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 식품박람회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U.S.A / Australia U.S.A

U.S.A

U.S.A

U.S.A

U.S.A

U.S.A

Australia

갓바위식품(주)

농협중앙회

(주)삼진글로벌넷

농업회사법인

영신식품

(주)티젠

(주)금강B&F

Fancy Food Show 2010 New York

PMA 2012

PMA 2012

PMA 2012

ECRM 2012

Fancy Food Show 2012 Washington, D.C.

Fine Food Australi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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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종묘(주)

대한민국 농식품 기업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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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bawee Food Co., Ltd.

참가한 계기

보다 효과적인 미국 수출을 위해 박람회를 알아보던 중 뉴욕 팬시푸드쇼를 알

게 되어 aT를 통해 처음 참가하게 되었다. 

참가준비

기존에 한국과 동남아에서 쓰던 디자인과 표기 사항들은 미주시장에 맞지 않

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 했다. 따라서 공사에서 발행했던 제품 

패키지 표기 디자인 책자를 참고하고 여러 자료도 함께 수집을 하였다. 또한 

미국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도 시장조사를 하여 여러 식품들의 표기방법과 디

자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카탈로그 및 홍보물 수정

기존 여러 나라의 언어가 들어있던 홍보물을 영어로만 대폭 수정했고 여백을 

살려 제품을 돋보이게 하였다. 

로고개선

미주시장에서 사용할 로고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 다른 나라와 차별을 두었다.  

박람회에서의 상담

부스에서 많은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당시 유행했던 테블릿 PC를 

사용하여 상담시 유용한 정보들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제품의 가격과 포장정

보들은 FOB,CFR/20FT,40HC 별로 파일을 준비하여 상담과 동시에 바이어

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업무의 속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수출상담

뉴욕 팬시푸드쇼 당시 2개의 미국 회사와 진지하게 수입을 고려하며 상담하

였고 가격과 포장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뉴욕의 
팬시푸드쇼로 
미국 시장을 
두드리다

김이 우리의 밥상을 넘어 미국인의 식탁에 오른다. 

갓바위 식품의 조미김 3종을 비롯한 

여러 제품들이 

뉴저지와 애틀란타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시장과 신흥시장에 도전한다.

대표 | 이 계 옥

갓바위식품(주)

참가업체

참가기간

2010.6.27~2010.6.29

박람회 명칭

Fancy Food Show 2010 
New York

종류 : 종합

개최국 : 미국

041-931-2273
godbawee@yahoo.co.kr

    조미 김으로 
      미국의 입맛을 
 사로잡다

갓바위식품(주)

New York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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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new jersey 

애틀란타에 

연간 
10만 달러를 
수출하다

애틀란타에서 단일 리테일로는 최대 크기인 F사는 당사의 제품디자인과 로고

를 그대로 하여 조미김 3종(재래김, 와사비맛김, 김치맛김)과 건미역, 김밥김, 조

미전장김 3종(돌김, 재래김, 파래김)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인이 전혀 

근무하지 않는 F사의 한국제품 수입은 처음이었으며 당사는 한국 조미김에 관심

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수입자는 한 번도 한국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해본 경험이 없는 리테일

국제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약간 어려웠다. 미국은 

대부분이 벤더나 에이전트를 통한 수입구조이기 때문에 제품생산자와 판매자가 

1:1로 만나서 직접 무역하는 사례는 드문 경우라 하겠다.

계약은 이메일로 진행하였고 초기 오더인 한 컨테이너의 판매가 좋으면 계속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결제조건은 곧바로 T/T,CWO로 진행하였다. F

사는 초기 오더를 2만 달러로 시작하여 지금은 연간 10만 달러를 수입하는 거래

처로 자리 잡았다.

해외 수출을 위해 aT에서 개발한 인증수출자 프로그램은 해외 수출을 하는 우

리업체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도 미주지역에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뉴저지에 위치한 B사는 우리 제품의 품질과 맛을 높이 평가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바이어는 당사 제품의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미국시장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디자인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었다. 나름대로 준비한 디자인이었으나 현지 반응은 냉담하였다. 

샘플을 전달하고 가격표와 브로슈어를 전달한 후 향후 디자인을 수정해서 제

품을 만들자고 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적인 연락을 통해 디자인, 아이디어 

상담,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샘플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새로운 제품의 맛 개발에도 힘썼다. 새로운 제품의 샘플과 디자인을 가

지고 뉴욕에 위치한 바이어의 회사로 직접 방문하였다. 제품의 맛과 품질은 역

시 합격이었지만, 제품 디자인은 3가지 모두 불합격이었다. 이유는 ‘너무 이상하

다’는 것이었다. 바이어와 상담 후 미국 디자이너에게 제품 디자인을 의뢰하고 

몇 달 후 합의하게 되었다.

그 후 포장디자인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연간 20만 달러 계약을 맺어 미

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1년 동안은 L/C, at sight로 거래하였으며 이

후에는 T/T, CWO(cash with order)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수입량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뉴저지에 

연간 20만 달러 
계약으로 
미국 수출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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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성공을
    이뤄내다

농협중앙회02 

그동안 수출을 했어도 

수확기 날씨 불순 및 신선도 유지 실패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었던 농협중앙회가 

와신상담 끝에 미국 시장 재도전에 성공했다. 

바이어와의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며 

값진 성공의 열매를 수확했다.

전년도 상담 거래업체에 
대한 사전 마케팅

실패를 넘어,
          미국
              시장에서

1. PMA 박람회 참가 경위

1)  농협중앙회는 대미 과일류(배, 감귤, 밤) 수출확대를 위하

여 2009년도부터 매년 박람회에 참가했다.
●  PMA박람회는 대다수 참가업체가 매년 참가하여 수출

정보 교환 및 상담을 하는 특성이 있다.

2)  4년 연속 참가한 결과, 청과부분 대형 수입업체 바이어

들과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바이어별 참가안

내 이메일을 송부하는 등 참가 전에 사전마케팅을 전개

할 수 있었다.

2. 주요 미국 바이어에 대한 출품 제품

1) 참가품목 : 배, 감귤, 밤

●  매년 동일상품을 출품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어, 많은 바이어들이 부스에 찾아와 금년도 작

황, 가격 등에 대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나누게 되었다.

2) 전시회 참가업체에 샘플 제공

●  PMA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농산물 유통업체

(Dole, Green Giant, Giumarra, Sunkist 등)들이 대부

분 참가하기 때문에, 과일을 구매하는 주요 바이어에게 

매년 한국산 감귤을 샘플로 제공하였다.

3) 상품안내 카탈로그 준비

●  배, 감귤에 집중하여 한국산의 우수한 점과 Sales Point

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철저한 
사전준비,

PMA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12년 애너하임 PMA

미국소비자용 2~3팩

대표 | 최 원 병
참가기간

2012.10.25~2012.10.28

농협중앙회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PMA 2012

종류 : 전문

개최국 : 미국

02-2080-6348
nacfsave@hanmail.net



92 | 93

바이어와의 신뢰형성
1) 동일한 바이어와 3년간 상담

●  동일한 박람회에 다년간 참가하면서 바이어로부터 안정

적이라는 반응을 얻었다.

2)  박람회 이후에도 이메일 또는 미국 방문시 미팅을 요청하

여 한국산 과일에 대한 정보 제공

●    바이어는 미국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생

의 분위기 조성

3) 안정적 품질관리

●     과일류는 가공제품과는 달리 매년 생산량, 가격, 품질

이 다르나, 철저한 산지지도를 통한 품질관리로 바이어

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출성공의 교훈

오랜 
신뢰가 곧 

수출 성공의 
비결이다

1. 미국 내 대형 Packer와의 만남(G사)
●  매년 박람회 참가 때마다 한국산 배의 가격과 수확정보,

품질정보 등 제공 

●  2011년산, 12년산의 경우 품질이 우수하여 시식행사를 

통해 한국산 배의 미국 내 시장성 홍보 

●  한국산 과일에 관심이 있으나, 미국 내 유통의 경우

Open Price로 인해 기존 유통질서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상대 바이어에게 충분한 이해 요청

2. G사와의 Partner-ship 구축
●  2010년 PMA(마이에미) 박람회를 통해 확보된 바이어

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산 배의 미국 주류시장 진출

추진 (2011년 78톤 수출)

3. M사를 통한 한국 감귤의 대미 수출 추진
●  M사는 한국산 감귤의 대미 수출이 허용된 2011년부터 

PMA(애틀란타)에 같이 참석하여 바이어 발굴 추진

●  M사를 통해 2011년산 54톤을 처음 수출하였으나 수확

기 날씨 불순 및 신선도유지 실패로 인해 상당한 금액

의 손실 발생

4. 감귤 미국수출 확대를 위한 재도전
●  2011년 부패과일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문가로부터의 컨설팅, 포장박스의 개선 등을 실시한 후

2012년산 재추진

●  2012년산의 추진결과 별다른 문제없이 300여 톤의 수

출 실적 달성

●  2012년 수출 성공 후 미국 바이어로부터 2013년산 물

량에 대한 사전 오더를 받는 등 시장반응 양호

감귤, 미국시장 
재도전에 성공하다

수출상담 및 진행

상담모습 한국배 수입 G업체

첫 수출 실패작

감귤 바이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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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진글로벌넷

식품박람회에서 신선농산물전문박람회로

가공식품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주)삼진글로벌넷의 기업구조상, 청

과 수출 부문의 진출 역사는 길지 않으며 기존 바이어 및 기존 바이어

와 연계된 신규 바이어만을 대상으로 한 수동적인 수출 영업 전략만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수출실적의 획기적인 신장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

이 사실이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당사는 2010년 타이페이 식품박람회 출전을 필두

로 보다 적극적인 청과 해외영업을 시도하였으며, 당시 거두었던 소기

의 성과를 재현하고자 2012년 미국 신선농산물박람회에 다시 출전하

게 되었다.

전문 바이어들과의 만남

확실히 일반 식품박람회와는 다르게 거의 모든 방문업체가 신선농산

물 전문취급업체였으며, 그만큼 실제 거래로 연결될 수 있는 유효한 상

담이 이어졌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배 품종의 경우 태풍피

해로 인한 수출 물량의 감소로 기존 바이어에 대한 공급마저 충분치 못

한 상황이었기에, 다음 시즌에 오퍼를 기약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

법이 없는 아쉬운 만남의 연속이었다.

어쩔 수 없이 배 품종의 관심업체에게는 당사의 역사, 신용도, 품질 

우수성을 강조하며 다음 시즌을 위한 영업을 펼쳤고 태풍피해가 적은 

제주 감귤의 영업에 집중했다.

그러던 중 제주 감귤에 관심을 보인 업체는 당사로부터 신고배를 구

매해 온 캐나다의 P사였다.

미국 신선농산물 
전문박람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다

Samjin Globalnet Co., Ltd.
03

해외 유통의 
어려움을 뚫고 
감귤 수출에 
성공하다 

산 너먼 산이지만 삼진글로벌넷에게 포기란 없었다.

부패율 높은 감귤의 특성을 이기고

운송 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예상치 못한 선적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캐나다 수출의 성공과 판매를 이룩하였다.

대표 | 강 정 헌
참가기간

2012.10.27~2012.10.28

(주)삼진글로벌넷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PMA 2012

종류 : 전문

개최국 : 미국

02-3299-0912
ljy@wangf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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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토론토 수출의 문제점

캐나다 토론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사인 P사는 당사로부터 다

년간 신고배를 공급받아 왔으나 그 외 청과품목에 대한 거래는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고, 5년 전 타 업체를 통해 제주감귤 수입을 진행하였으

나 부패율이 높아 수입을 중단한 상태였다.

박람회 당시 수출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주문여부는 결정되지 못한 상

태로 귀국했고 제주지역 감귤 수출산지와의 수출협의에 착수했다. 제

주 지역의 여러 수출 산지가 있었지만 부패율이 높은 감귤의 특성상, 운

송기간이 짧은 캐나다 벤쿠버 지역이면 몰라도 운송기간이 30일에 가

까운 토론토 지역의 수출에 선뜻 의사를 내비치는 산지는 없었다.

수출작업 합의

거의 모든 감귤 수출단지를 방문한 끝에, 미주 서부지역 및 캐나다 

서부지역에 국한된 감귤 수출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K

농협을 만났고, 토론토에 도착한 후 허용량을 초과하는 부패 발생 시 

수출업체와 산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한다는 합의하에 수출을 하

게 되었다.

국내 선호도가 낮은 7번과 이상의 큰 과수만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여 바이어는 만족했고, 산지는 국내 처리가 용이하지 않은 큰 과

수의 판매를 수출로 해결하여 모두 만족스러운 거래가 체결될 수 있었

다. 당사의 첫 감귤 수주는 약 18톤, 수출액 약 25,000 달러였다. 이렇

게 첫 단추를 꿰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생산자측의 적극적인 협조, 수출 성공으로

바이어의 구매 결정과 동시에 산지 수출작업일정을 조율하고 선박 

부킹을 진행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선박 스페이스가 없

다는 것이었다. 

토론토 행 선박이 아닌 제주-부산 간 컨테이너 운반선이 겨울철 제주 

농산물의 출하량 급증으로 한 달 후까지 마감된 상황이었다. 전혀 예측

하지 못했다. 바이어 측에서는 성탄절 판매를 위해 지급 선적을 요청했

던 터라 거래가 무산될 상황이었다.

전전긍긍하던 차에 해결책을 마련해 준 것은 산지 측이었다. 컨테이

너를 선박에 실을 수 없으니 감귤을 트럭에 상차하여 트럭을 배에 싣

고 당사 부산공장까지 운반, 부산에서 컨테이너 상차를 진행하자는 기

막힌 의견이었다. 산지 측의 의견대로 진행하여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선적이 완료되었다.

일주일만에 판매완료

한 달 후 바이어 측으로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도착 상태도 매우 좋았

고 일주일 만에 전량 판매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산지 측에서는 

부패율을 낮추기 위해 다른 산지에서는 쓰지 않는 고가의 코팅제를 사

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당사에서도 운송기간 단축을 위해 고비

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벤쿠버-토론토 간 철도운송 대신 트럭운송을 선

택한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

청과 수출업계에 종사하며 부패율 등의 이유로 어떤 품목보다도 수

출하기 어려운 것이 청과품목이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생산자와 수출

업체가 협력한다면 이러한 선입견도 점차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값진 경험이었다. 바이어는 다음 시즌 금년의 3배 이상으로 주문을 

늘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캐나다로부터 
첫 감귤 수주에 

성공하다

산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공을 일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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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Seed Co., Ltd.

A
sia Seed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04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는 양배추, 청경채, 고추, 브로콜리, 

무, 토마토 등 여러 채소종자는 물론 새싹채소 종자까지 두루 판매

하고 있는 회사로서, 우수한 채소 종자 개발 및 신선 채소의 공급을 

통해 세계인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당사의 경우, ISF, APSA, AFSTA, ASTA 등의 국제종자회의에 

매년 참가하여 신규 바이어와의 만남 뿐만 아니라 기존 바이어와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종자회

의는 그간의 사업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데 비해 2012년 10월 

말에 참가했던 PMA는 신선 채소를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로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행사였다. 물론, PMA 규모를 

생각해 보았을 때 타 박람회에 비해 참여한 종자관련 업체 수가 적

었으나, 이 점이 오히려 당사를 돋보이게 했던 요인이 아니었나 생

각된다. 함께 참여했던 한국 업체들이 제품을 직접 보고 맛보게 하

면서 상품을 홍보하는데 비해, 유일한 종자회사였던 당사의 경우 일

대일 상담으로만 회사의 종자를 홍보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다

른 회사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였다. 구체적으로 바이어와의 

접촉은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부스에서 홍보영상, 포스터 및 브로슈어로 이목을 집중하

게 한 뒤, 종자 구입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

하고, 직접 재배를 원하는 품종을 현지에서 샘플을 전달하여, 추후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논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종자 또는 종자 관련 회사를 직접 만나고, 채소 종

자 수요가 필요한 대규모 농가 또는 종자 취급 업체들을 만나 당사

의 품종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에서 선호하는 품종에 대해 

들어보고, 수출 증대를 위해 어떠한 품종을 육성하고 개발에 힘써야 

될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종자 수출의 
성공과  
신규 고객 확보의 
가능성을 만나다 

아시아종묘는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무 등 

여러 채소종자는 물론 새싹 채소 종자까지 판매하고 있다. 

PMA 박람회에서 샘플종자들을 주고 시교사업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3백만 달러 수출탑의 밑거름을 만들었다.

대표 | 류 경 오
참가기간

2012.10.26~2012.10.28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PMA 2012 

종류 : 전문

개최국 : 미국

02-402-9161
herbseed@chol.net

PMA박람회를 통해 
    신규고객을 창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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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A에서 만난 크고 작은 신규 거래처의 상담은 부스 내에서 이

루어졌지만 그 뒤 follow-up 업무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채소 종자에 관심이 있는 총 40여 회사들을 만났고, 그 중 10여개 

회사는 당사 품종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

명하였다.

사전에 미리 준비해 온 샘플 종자들을 직접 전달해 주면서 시교사

업을 시작하였다. 시교사업은 단지 샘플을 주고 나면 끝인 작업이 아

니라, 현지 적응성 및 시험 재배 결과가 우수한 품종의 경우 확대 시

험용 종자 또는 판매용 종자의 주문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의 

기본 밑거름이라고 볼 수 있다. PMA에서는 멕시코가 주 시장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A회사에 가장 많은 샘플을 

주었다. 그 결과 최근 1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ASTA회의에서 

A회사와의 재상담이 이루어졌고 지속적인 비즈니스관계 및 거래성

사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람회에서 만난 B회사의 경우에는 PMA가 끝나자마자 당사의 카

탈로그로 현지 실무 담당자와 재검토 후 OO품종의 테스트 및 구매 

의사를 밝히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만간 수출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같은 시기에 C회사가 약 30여 품목의 구매의사를 전달

해 와 현재 견적을 발송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후 추

가적으로 2개의 회사가 당사 품종의 샘플을 요청하여 발송하였고 당

사 카탈로그 제품을 귀감으로 삼아 품종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한 D회

사에는 카탈로그 20부를 해당 업체 소속 R&D 센터 등에 송부하였

다. D회사는 하와이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 당사 품종의 현지 시험

을 마치고 유망 품종에 대해서는 하와이 지역 내 독점 판매 의사를 전

해 왔다. 이에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현

재까지 PMA 박람회를 통한 실질적인 수출성과는 10건 이내 2만 달

러 미만이지만  앞으로 품종의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 실적을 점차적

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당사가 2011년 3백만 달러 수출탑의 쾌

거를 이룬 데에는 중소 규모의 박람회 한 건이라도 놓치지 않고 참여 

한 것과 작은 회사, 자그마한 틈새시장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적극

적인 영업 마인드로 시장을 개척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타 회사 카달로그를 단지 박람회장에서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국에 가져오고, 현지 시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당사

의 여러 육종가들과 비교해 더 나은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와 노

력 덕분이라 사료된다.

 이렇듯 PMA 박람회는 수출성과를 낸 의미 있는 박람회이기도 하

였지만, 앞으로도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

준 박람회이기도 하다.

      샘플종자를 
전달하며
   시교사업을 시작하다

    수출과 함께 
         신규 시장의 
가능성을 보다

PMA 중 아시아종묘 부스

아시아종묘 류경오 대표와 업체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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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Shin Food Co.
영신식품05

1 Weis Market 입점의 기회

2012년 ECRM, Miami에 영신식품의 현지 바이어인 Naturesnax

을 통해 Seasnax이라는 브랜드로 참가하였으며, 박람회 기간이 끝

나는 날에 미국 내에 160개의 점포를 가진 Weis Market 구매 담당

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Weis MKT에서는 입점을 위한 조건으로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입점비 10,000~20,000 달러, 전단지 비용 

500~3,000 달러, 판촉행사비 1,000~5,000 달러, 판촉행사시 가

격D/C 등의 어려운 요구 조건도 있었다.

2 Weis Market 입점 조건

1차적으로 Weis MKT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입점비외 나머지 요

구사항은 취소하고, 입점비만 7,000 달러로 조정 합의하였다.

ECRM 
박람회를 통해 

미국 내 160개 점포
 입점을 상담하다

ECRM 참가 부스

영신식품은 

현지 바이어인 Naturesnax와 함께 

Seasnax라는 브랜드로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때마침 Weis Market에 

Seasnax 같은 제품이 없었기에 

절호의 기회를 잡고 테스트를 거쳐 

미국 내 160개 점포에 입점을 성공하였다.

대표 | 양 태 용
참가기간

2012.7.15~2012.7.17

영신식품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ECRM 2012

종류 : 개별

개최국 : 미국

02-912-1555
ypeter50@naver.com

현지 
바이어와 함께 
미국 시장을 
넓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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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종의 입점 합의

입점비만 내기로 조정 합의한 후, Main MKT에서 PA Test를 하기로 

하여 잘 팔리는 4가지 종류를 입점하기로 합의하였다.

2 4종의 PA test

입점 일자 조율을 거쳐 8월 초순 쯤 Seasnax Classic, Onion, 

Chipotle, Wasabi taste 4종을 출시하여 PA test를 하게 되었다.

1 PA test 통과

PA test 결과 반응이 좋았고 seasnack와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곳

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Main MKT에서 요구했던 것과 같은 까다

로운 요구 사항 없이 입점하기로 하였다.

2 160개 점포 입점

2012년 11월에는 Main MKT 160개 점포 모두에 입점하게 되었으

며 초도 납품액은 62,000 달러가 되었다.

입점을 위한 
테스트를 거치다

좋은 결과로 160개 점포 
모두에 입점하다

Weis MKT, 
Lewisburg, 
PA test 
location

Current 
Weis MKT 
display in 
Binhampton

Seasnax 
Classic

Onion

Chipotle

Was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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茶

TEAZEN INC. 
(주)티젠06

팬시푸드 박람회의 경우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식품전시회로, 신

제품과 포장 등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주를 이루며 뉴욕과 워싱턴을 번

갈아 가며 열리는데, 2012년도 aT가 주관한 팬시푸드 박람회는 워싱

턴에서 열렸다.

팬시푸드 박람회는 미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바이어들이 시장성

이 있거나 바이어의 수요에 적합한 품목을 찾기 위해 참관한다. 당사는 

포션 타입의 생강유자, 홍삼대추와 미국시장을 겨냥한 대용량 제품을 가

지고 참여 하였으며 많은 바이어를 만나 상담이 진행되었다.

대부분 식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바이어들이 많았고, 당사의 경우

warehouse형태의 바이어들을 많이 접촉할 수 있었는데, 이 중 Costco

미국, 대만, 캐나다에서 온 바이어와 Trade Joe’s, whole foods 등의 

업체들이 핵심이 되었다.

이 중 Costco와 Trade Joe’s의 상담이 비교적 신중하게 진행되었으

나 시간적으로 길지 않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상담업체 C사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형마트로 주로 대용량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였던

지라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팬시푸드 박람회에서 

세계적인 대형마트 

체인을 만나다
우리 전통차의 
            세계 대형마트 
         수출 길이 
                  열리다

티젠은 

포션 타입의 생강유자, 홍삼대추 제품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였다. 

대형 바이어를 만나 수십 차례의 난관에 봉착하면서도 

그 어려움의 끝에 비교적 큰 오더를 받았으며

주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참가한 전시회 부스 상담업체의 현지매장

대표 | 김 종 태
참가기간

2012.6.17~6.19

(주)티젠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Fancy Food 2012

종류 : 종합

개최국 : 미국

031-388-1386
trade@damiantea.co.kr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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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이후, 상담을 진행했던 C사로부터 세가지

의 상품 중 두가지는 공식적으로 취급이 어렵다는 

연락이 오면서 일이 부정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성공적 런칭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샘플과 디자인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십 

차례의 샘플이 오가고 이 기간을 거친 후 가격에 대

한 문의가 시작되어 상대 업체의 상당히 의도된 프

로세스라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1140~1150원대

를 유지하던 환율하에 1100원으로 예상환율을 책정

한 뒤 가격을 통보하였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로 2개월 가까이 침묵이 흘러 우리측에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당사는 준비되었던 모든 노력이 허

공으로 날아갔다고 판단하여 유사제품의 가격과 트

렌드를 다시 파악하고 원료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샘플을 재준비하는 노력으로 6%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낮춘 가격을 공

식적으로 업체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기본적인 서류작업에 대한 문의만 있었을 뿐 특별한 

진전이 없어 차후 다른 상품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

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바이어 업체 국가의 해당 식약청에

서 한국제품에 대한 철저한 성분검사와 검역절차 등

을 요구하는 상황마저 발생하였다. 하지만 충분한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나가면서 이에 대응할 준비

를 철저히 해온 당사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안전성 

문제나 검사성적서, 위생증명서 등의 서류제출 등이 

수출로 성사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

며, 이 후 여러 차례의 샘플이 다시 요청되는 등 수

출의 불씨를 살리게 되었다. 

협상과 상담 진행 후 최종 가격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원료비 절감을 통한 마지막 샘

플 덕에 의견차를 좁힐 수 있게 되었다. 

특별한 할인 없이 2% 정도의 가격인하를 결정하

면서 협상과 수출성공에 대한 확신이 커지게 되었

다. 이 과정에서 준비되었던 여러 가지의 서류가 제

출되었고, 바이어는 안전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PL 

보험가입에 대해 요청하면서 사실상 수입에 대한 의

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10~11월 말 또 한 차례의 

침묵기가 있었고, 12월 드디어 업체로부터 발주에 

대한 메시지가 왔다. 계사년이 시작된 1월에 바이

어로부터 공식 발주서를 받았고, 금액도 비교적 큰 

74,000,000원대로 1차 오더를 받게 되었다. 절차와 

서류상으로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나 하나씩 해

결하기로 한 뒤 생산과 마케팅 등 향후 진행될 부분

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였다. 

여러 가지 포장디자인 등에 대한 좋은 생각들이 업

체에 전달되었으나 보수적인 업체의 특성상 디자인 

등의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고 이 진행과정에

서 약간의 시간 흐름이 있었지만 끝까지 업체를 설

득하여 한국 내 포장상태가 아닌 현지에 맞는 특성

을 조금이나마 살려보기로 하였다.

몇 차례의 설득 끝에 마침내 1월 중순 선적의 기

쁨을 맞이하였다. 그 이후 2, 3차 오더가 계속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당사는 END-CAP 진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데모 행사 

등을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힘든 노력 끝에 약 6개월 간에 걸쳐 이루어낸 값진 

성공은 ‘끝장 정신’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확신이 있

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수십 차례 

샘플만 오가며 

수출의 난관에 

부딪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노력으로 

수출에 

성공하다

상담 담당자와 바이어 1차 수출 금액 : USD 70,000

연간 수출 예상 금액 : USD 500,000



110 | 111

여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던 음료 시장에

반전이 찾아온다. 

알로에 음료가 

여름의 나라를 찾아 

나선 것이다. 

우리의 겨울에

여름인 나라, 호주에서

음료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금강 B&F를 

만나보자.

KEUMKANG B&F Co., Ltd.
(주)금강 B&F07 

대표 | 한 평 식

(주)금강 B&F

참가업체

참가기간

2010.9.13~2010.9.16

박람회 명칭

Fine Food Australia 2010 

종류 : 종합

개최국 : 호주

02-6300-8811
info@keumkangbnf.com

 호주시장
개척으로
계절상품의
한계를 
극복하다

(주)금강 B&F는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계절상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오세아

니아 지역 진출을 도모하던 중 aT 주관의 단체 박람회를 신청하게 되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식품 박람회이자 격년으로 시드니와 멜번에서 개최되는 멜

번 식품박람회(Fine Food Australia)는, 교민 시장이 아닌 호주 전체 시장에 홍

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당사가 직접 제

조한 알로에주스, 커피, 과실주스 등을 주 전시품목으로 준비하고, 영어로 된 홍

보자료 제작 및 샘플준비, 현지 바이어 조사 및 초청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현지 식품 수입업체를 조사하고 박람회 시작 2달 전부터 

초청장을 보냈고, 박람회 현장에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마케팅 준비를 철

저히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가능한 많은 참관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시음기

회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한국 인스턴트 식품 및 아시아 식

품을 수입하며 업계에서 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R’사와 상담이 주선되었다. 이미 

싱가폴, 홍콩, 중국 등지에서 아시아 식품을 다양하게 수입 중인 ‘R’사는 당사의 

제품 중 알로에 드링크 1.5L PET음료에 큰 관심을 보였고, 호주 주류 마켓의 공

동 브랜드 런칭을 제시하였다.

멜번식품박람회를 통해
호주시장에
알로에를 런칭하다

박람회를 통한 호주시장 진출

fine  food  australia

Woolworths 잡지광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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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에 이어
호주
성공신화에
도전한다

R사는 현재 호주의 대표적인 대형 체인마켓 중 하나인 ‘Woolworths’의 약 800

개 지점에 공동브랜드인 Yacoya Aloe Crush Original, Sugar free 제품을 납

품하고 있으며, 한국음료 최초로 메인 주스 Section에 입점되어 활발하게 판매

하고 있다.

바이어의 잡지광고 및 프로모션도 꾸준히 이어져 2013년도 프로모션을 위한 

지원 논의 및 홍보물 디자인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신규 제품으로 Cranberry 및 

Coconut 맛 추가를 위해 바이어와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아직 호주지역의 수출규모는 당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의 1/3도 안되는 수

준이지만 아시아 제품의 선호도 증가, 한국제품의 인지도 향상 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출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6월 aT 개별참가를 통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ood Food & Wine 

Show에 참가하는 기회를 바탕으로 호주시장의 수출규모 확장 및 가속화를 기대

하고 있다. 현지 바이어와의 파트너십을 잘 유지하여 2013년도 호주시장 매출 

100만 달러를 목표로 품질관리, 품목확장, 마케팅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새

로운 바이어 발굴을 통해 또 한 번의 성공사례를 남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호주 현지시장에 출시될 음료의 개발은 양 사의 공동 개발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브랜드 명, 라벨 디자인, 바코드 및 박스 디자인 등은 양 사가 공동 지출

하여 호주 현지 디자이너를 고용하였으며, 당사 사내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진

행되었다. 당사는 음료 제조사로서 제품의 맛과 향, 배합비 및 원료 수입 등 제

품의 품질을 책임지고 개발하였다. 양 사의 수개월에 걸친 수정 작업과 제품 개

발 끝에 최종적으로 호주 바이어를 한국에 초청하여 공장견학 및 릴레이 회의를 

하였으며, 6개월 만에 최종합의를 도출하여 2011년 3월 첫 L/C거래를 시작으

로 수출이 시작되었다.

첫 수출액은 69,864 달러로 총 4컨테이너가 시드니에 보내졌다. 한국 음료 최

초로 호주 현지 시장의 메인 주스 섹션에 판매가 시작된 ‘야코야 알로에 크러쉬

(Yacoya Aloe Crush)’는 현지 바이어 R사가 식음료잡지에 광고를 기재하고, 각

종 현지 판촉행사에 쓰일 판촉물을 제작하여 홍보했으며, 당사는 모든 판촉 디자

인을 제공하고, 매달 1달러 off 프로모션을 지원해 주었다. 또한 대형마트 할인

행사 기간에 맞추어 프로모션 물량도 지원해 주었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일심동체가 되어 진행한 야코야 제품은 당사와 R사의 돈

독한 파트너 관계를 가져오는 한편, 실제 매출의 증가로도 이어져 2011년도 대

비 2012년도 수출실적은 2배 상승, 총 370,000 달러의 매출액 향상을 이루었

다. 현재는 기존 수출제품 외에도 크렌베리, 코코넛 알로에주스 등 추가 품목 런

칭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 증

가를 기대하고 있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하나가 되어
판매를
증진하다

바이어와의 윈-윈 관계 형성 호주시장 수출규모 확대 및 
수출 가속화를 위한 노력

호주 현지 판촉 행사 Woolworths 제품진열 현황야코야 제품 상담 바이어R사 20주년 기념행사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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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권 식품박람회

France / Poland / Russia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France

France

Poland

Russia

세비아 인터내셔널(주)

(주)팔도

호산물산(주)

(주)희창유업

SIAL Paris 2012

SIAL Paris 2012

Polagra Food Fair 2012

World Food Moscow 2012

01

02

03

04

page 116

page 120

page 124

page 128

대한민국 농식품 기업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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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a International Co., Ltd.
세비아 인터내셔널(주)01

세비아 인터내셔널(주)는 회사 설립 이래 자사 제품의 맛과 질에 대

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활발한 해외 수출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외 식품 전문 박람회에 참가하여 신시장 개척에

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식품의 해외 수출 시장 개척 및 

한국 식문화 우수성 홍보를 목적으로 aT가 매년 지원하는 각종 해외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세계

적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당사는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IAL Paris에 aT의 지원

을 받아 참여할 기회를 얻기 전부터 해당 박람회 관련 정보 수집 및 근

접 시장에 대한 사전 마케팅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박람회 

참여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일찌감치 시작했다.

제품 라벨에 다양한 언어를 삽입하여 세계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해 온 당사는 프랑스 박람회를 위해 제품홍보용품 

역시 다양한 언어로 제작.활용하였다.

SIAL Paris 박람회 시작 한 달 전부터는 해당 박람회에 참여 가능성

이 높은 지역의 바이어와 중점적으로 접촉하였으며, 세계 모든 지역 

바이어들에게 초대장을 제작, 발송하였다. 박람회 참관 예정 바이어

들과는 사전 미팅 약속을 정하고 상담 내용들을 미리 체크하여 원활하

고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저한 
사전마케팅으로
SIAL Paris를
준비하다

철저한 
마케팅으로 
오더를 
수주하다 

성공 비법이라면, 

고객을 열심히 모으고

모인 고객이 주문하게 만들고 

주문한 것을 반드시 사게 만드는 것이었다. 

세비아 인터내셔널은 

철저한 마케팅으로 오더를 수주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로 

시장을 확대하였다.

대표 | 차 이 헌
참가기간

2012.10.21~2012.10.25

세비아 인터내셔널(주)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SIAL Paris 2012

종류 : 전문

개최국 : 프랑스

02-2183-0828
savia@savia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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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프랑스 박람회를 위해 회사 유니폼도 새로 리뉴얼 하였다. 또

한, 현지 시장 상황에 밝은 현지인 통역 도우미를 자체적으로 고용하

고, 제품 관련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품의 우수성을 어필하기 위한 

회사 프로파일을 제작하였고 샘플도 넉넉히 준비하여 바이어들의 시음

에 대비했다.

프랑스 박람회 참여 기회를 통해 궁극적 목표인 유럽 시장 수출 확대

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체

계적 마케팅 진행에 힘을 쏟았다. 별도의 상담 노트를 준비하여 바이어

들과의 상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함은 물론, 상담 진행 속도가 빠른 바

이어의 경우, 바이어들의 특징이나 상담 내용을 더욱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함께 사진을 찍었다. 또한, 기존 상담 바이어들 중 유럽과 근교 시

장의 바이어들에게는 프랑스 박람회 참관을 특히 독려하며 사전 교섭

에 박차를 가하여 박람회 상담 현장에서 바로 수출 오더를 수주하는 쾌

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음료는 물론이고 액상차 역시 적극적인 시음행사를 진행했으며 aT

에서 기획한 한식홍보관 이용 기회도 놓치지 않고 활용하였다. 마침 한

국 가수들의 위상이 유럽 전역에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시기였던 

만큼, 우리 가요를 배경으로 하는 회사와 제품의 프레젠테이션을 제작, 

상영하면서 제품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한국 음식, 한국 문화전반에 대

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는 부스를 방문해 주었던 모든 바이어들에게 감

사장을 발송하고, 그 중 특히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들에게는 

박람회 사진과 함께 제품 카탈로그를 발송하여 거래 성사율을 높였다.

당사는 프랑스 박람회 이전에 이미 상담을 진행하고 있던 아프리카의 

A사에게 자사의 SIAL Paris 박람회 참여를 알리고, 현장 미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후, A사로부터 박람회에 참관

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전에 미팅 스케줄을 조율하였다. 박람회 현

장에서 빠른 상담 진행이 가능하도록 요청 샘플들을 미리 A사에 발송

하여 바이어가 제품을 시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현장에서는 프레

젠테이션 및 각종 홍보용품을 보여주며 당사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상담에 임한 결과, 현장에서 수출금액 약 15,000 

달러의 오더를 수주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시음 반응이 매우 좋았던 아

시아의 B사는 해당 마켓에서 시험적으로 제품을 판매해 보고 싶다며 박

람회 직후 제품 주문을 해 왔으며, 이외에도 중남미의 C사가 약 15,000 

달러, D사가 약 15,000 달러의 주문을 해 왔다.

당사는 첫 오더 수주에 만족하지 않고 해당 마켓에서의 자사 제품의 

공격적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각종 홍보 물품 및 자료를 바이어들에게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람회를 통해 만난 바이어들은 당

사의 전폭적인 마케팅 지지를 기반으로 시장 영업력을 점차 확대해 나

가고 있다.

당사는 한국의 대표 식품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 날을 위해 2013년에

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 및 해외 박람회 참여를 계획 중이다.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지속적이고 신뢰를 주는 바이어 관리로 향후 

참여하게 될 박람회에서도 Sial Paris 박람회에서 만큼의 훌륭한 성과

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출상담 및 
사후마케팅으로 
거래 성사율을 
높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의 
오더를 
수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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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do Co., Ltd.
㈜팔도02

파스타의 세계, 유럽에 Korean Pasta로 도전하다!

‘라면’은 한국의 전통식품은 아니지만 한국의 ‘라면’은 세계시

장에서 다른 국가의 경쟁상품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

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

만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저가 라면의 공세

로 기존 한국라면들의 시장 입지가 많이 흔들리게 되었고, ㈜팔

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 라면의 고유한 특성을 부각시

켜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한국 라면의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확

대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당사는 2012년 10월에 참가하였던 SIAL Paris에

서 가장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품짜장면’과 ‘비빔면’에 대해

서 ‘Korean Pasta’라는 타이틀 아래 시식 및 요리시연을 함으로

써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많이 노력을 하였다.

특히 ‘일품짜장면’의 경우 소스 색깔이 검은색이기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으나 직접 맛을 보고 난 이후에는 다음 시식 스케쥴

을 물어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당사는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라면에 대한 홍보를 박람회 기간 내내 집중하여 많

은 바이어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였다.

SIAL Paris에서 
한국형 파스타로 

유럽시장에 
도전하다한국형

파스타, 

남자
라면으로

이탈리아에
도전하다

파스타의 본고장 이탈리아에 

팔도라면이   

‘라면이 아닌 한국형 파스타’라는 

이름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남자라면의 성공적인 홍보를 통해 

이탈리아어로 된 라벨을 달고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대표 | 최 재 문
참가기간

2012.10.21~2012.10.25

(주)팔도

참가업체 박람회 명칭

SIAL Paris 2012

종류 : 전문

개최국 : 프랑스

02-3449-6490
paldosm@gmail.com

SIAL 부스설치 모습 일품짜장면 시연준비 일품짜장면 시연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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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oint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품짜장면’과 ‘비빔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만나게 된 이

탈리아의 A업체는 현재 다른 동남아시아의 저가 라면류를 중심으

로 아시아의 식품류를 취급하고 있는 현지 중국계 거래선 이었다. 

한국라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시식행사와 다른 

거래선의 소개로 당사의 부스를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산 라면이 

가질 수 있는 차별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당사는 먼저 기존에 시식행사를 하였던 ‘일품짜장면’과 ‘비빔

면’을 ‘Korean Pasta’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홍보

하였고 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탈리

아는 현재 한국에서 파스타류 수출실적이 2011년 대비 2012년에 

284.3% 상승할 정도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공 파스

타류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여 ‘짜장면’과 ‘비
빔면’에 대한 시장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해보겠다

는 의지가 있어 샘플을 원하는 만큼 넉넉히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대로 상담이 끝나면 A업체와의 접점이 언제 다시 생

길지 모르기에, Korean Pasta류에 대한 시장조사가 끝나기 전까

지 다른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였고 그 중에서 2012년 국내 

판매히트 상품인 ‘남자라면’이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이유는 제품 전면에 쓰여져있는 ‘남자

(男子)’라는 한문이, ‘한국산 라면이 맵고 강하다’, 라는 인식을 빠

르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산 라면이 제품 퀄리티가 뒤지지 않는 가운데,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해 배려한 당사의 거래선 지원정책은 한국라면의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시장에 첫 진출하는 팔도라면! 

박람회가 끝난 후, 현지 시장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많은 의사교환을 한 끝에 A사는 2012년의 첫 오더로 ‘남자라면’
을 중심으로 다른 라면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파스타류에 대

해서는 집중적인 홍보를 한 후 올해 상반기 내에는 오더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당사도 파스타류 추가 샘플을 이탈리아에 

발송하도록 약속하였다. 

또한 당사는 거래선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초기 수출하는 

1,600 박스에 이탈리아어로 제작된 라벨을 부착했다. 추운 겨울

날 힘든 작업이었지만 우리의 제품이 이탈리아에 진출하는 첫 순

간을 기억하자는 파이팅 하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이탈리아에 제품을 수출하는 결

실을 거둘 수 있었다.

당사는 이번 시작을 바탕으로 유럽지역 전반에 걸쳐 Korean 

Pasta의 판매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산 라면이 파스타의 

나라, 유럽지역의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이다.

한번 만난 바이어는 
놓치지 않는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도전하다

A거래선 미팅장면 이탈리아어 라벨링

2012년 A거래선 거래 현황

2012.10  |  SIAL Paris에서 첫 미팅

2012.12  |  1차 선적 (11,677 달러)

2013. 2  |  2차 오더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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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an Co., Ltd.
호산물산(주)03

그토록 기다리던
POLAGRA 

FOOD FAIR에 
참가하다

마침내, 
동유럽 시장 
개척의 
꿈을 
이루다

전시회 참가신청의 탈락과 

바이어들과의 잦은 약속 실패 등 

호산물산의 박람회 참여는 분주하고 마음고생이 컸다. 

그러나 현지 백화점 등 

광범위한 판매망을 지닌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을 통해 

그 이상의 보람과 희망을 거두었다.

전시회장 외부전경 전시회장 배정 HALL입구

대표 | 이 필 성

호산물산(주)

참가업체

참가기간

2012.10.08~2012.10.11

박람회 명칭

POLAGRA FOOD FAIR 2012

종류 : 개별

개최국 : 폴란드

02-564-9941
hosan01@koreanproducts.net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먼저 마음 고생을 한 번 하는 절실한 상

황이 있었던 것 같다. 2012년도 초여름, 하반기 개별전시회 신청

을 하면서 공들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막연히 선정되기

만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 회사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던 

동유럽 시장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가고 싶었던 전시회였는

데 탈락이라는 결과를 듣고 정말 낙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참 후 

추가로 개별 전시회 모집 공고가 뜨면서 재신청을 하게 되었고 결

국 참가업체로 선정되게 되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사전에 적극

적인 시장조사 및 바이어 미팅주선 등의 노력으로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이어들이 미팅 약속시간을 대부분 어기는 바람에 수습

하느라 현장에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오히려 많지 않

은 바이어들을 상대로 알차게 상담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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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주로 당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에 바이어의 요구를 먼

저 듣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강조하

며 많은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바이어가 어떤 목

적으로 찾고자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바이어 생각을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 바이어가 한국제품에 대해 관심만 있는 

바이어인지,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 혹은 한국식품에 

대해 전문가 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

품이나 적합한 신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

든 소개할 때 직접 맛을 보거나 품질을 볼 수 있게 미리 넉넉한 샘

플과 시식 준비를 했다.

한편, 바이어는 항상 가격정보를 요청해 왔는데, 현장에서 직접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이메일로 보내줌으로써, 한 번이라도 더 접

촉할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다. 

상담을 하다 보니 모든 바이어를 잡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

이었지만, 혼자서 회사를 대표하여 상담해야 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야 했다. 이러한 책임감으로 머릿속에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나름의 옳은 판단을 했어

야 했다. 말하자면 가능성 있는 바이어와 그렇지 못한 바이어를 구

별해 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했던 것은 상담을 즐기면서 했다는 것이고 모든 

상담업체를 하나의 인연이라 여겼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야 결과

와는 상관없이 당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결과도 반드

시 좋으리라 믿었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맴돌았

다. 바이어들로부터 대략 관심 품목 리스트를 받아왔지만, 현지 마

켓에 대해 조사 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어떤 가격으로 제시를 해

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었다. 

7~8개 업체와 한 달 가량 꾸준히 접촉을 하면서 가능성을 타진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2개 업체 바이어와 더욱 깊은 논의

를 하게 되었다. 당사가 제공한 제품은 국수류, 알로에 드링크, 소

스류, 유자차, 라면류 그리고 제과류 등이었는데 가격 협상은 계속 

되었다. 그 와중에 샘플도 발송해 가며 열의를 보였고 결국 A라는 

마지막 한 업체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오

더를 받게 되었다. 

전시회 참가 후 1개월 반 만의 성과였고 12월 말에 제품선적을 

이루며 약 2만 달러의 외화수익을 거두게 되었다. 바라던 신규시

장에서 얻은 결과였기에 정말 뿌듯했다. A라는 업체는 그 나라에

서 가장 큰 수입업체로 현지 백화점 등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많은 업

체라 그 의미가 더 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aT 측에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주어진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바이어와 상담하다

전시회 참가 후 
2만 달러의 결실을 거두다

호산물산 부스전경

바이어 상담모습 실제 컨테이너 상차 모습

KOREAN FOOD & 
SUNDRY GOODS TO 
SUPERMARKET &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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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chang Dairy & Food Co., Ltd.
(주)희창유업04

(주)희창유업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으로는 크리머 및 대

용분유 제품을 이미 수출하고 있었지만, 소비 패턴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모스크바, 상트뻬쩨르부르그 등 유럽 러시아 지역의 새로운 거

래처를 발굴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World Food Moscow 박람회는 러

시아 바이어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

르기스스탄 등 구CIS 국가 바이어들의 방문이 많기 때문에, 이들 국가

로의 신규 거래처를 찾기 위해 2012 World Food Moscow 박람회에 참

가하게 되었다.

박람회 상담 중 키르기스스탄 소재의 A사를 만나게 되었다. A사는 

식품 전문 수입 도매상으로 식품 수입, 유통 분야에서 키르기스스탄 약 

5위 정도의 규모로 12년간 식품 수입 및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러

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헝가리, 몰도바 등 8개 국가에서 야채 및 고기 

통조림, 연유, 마요네즈, 식용유, 버터 등을 수입하고, 이 중 15개 제품

(제조사)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의 

대규모 거래선이었다. 

타사 제품을 약 9년간 키르기스스탄에 독점 공급을 해오다가 최근 제

품 공급 불안정 및 지속적인 가격 인상 문제 등의 이유로 거래가 중단

되면서 당사 제품의 유통을 희망하였다. 상담 후 당사 제품 샘플 전달 

및 가격 견적을 완료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으로 돌아가 가격 등을 협

의한 후 팔로우 업 하기로 하였다.

World Food Moscow를 통해 
                   CIS시장을 만나다

   CIS
      지역의 
          새로운 
    거래선을 
          발굴하다

희창유업이 박람회에 참가한 것은

유럽 쪽 러시아 지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마침 거래처의 가격 인상으로

계약이 중단된 키르기스스탄의

바이어를 만나 수출을 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2012 모스크바 전시회 당시 상담 사진

대표 | 박 창 현

(주)희창유업

참가업체

참가기간

2012.9.17~2012.9.20

박람회 명칭

World Food Moscow 2012

종류 : 종합

개최국 : 러시아

055)911-3031
chibee@heech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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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돌아온 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A사와 지속적으로 접촉

하였다. 그러나 A사는 가격, 프로모션 등 보다 세밀하게 상담할 필요가 

있는 안건들에 대해 방문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상담할 것을 요청하였

고, 이에 인접국인 카자흐스탄에 주재하고 있던 당사 직원이 직접 비쉬

켁으로 단기 출장을 떠나 A사의 유통 현황을 둘러 보고 가격, 프로모션 

안건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광고 및 프로모션 등 마케팅 지원 요청에 대해 거래 초기 몇 개월간은 

별도의 지원 없이 기존 오퍼 가격에서 일정 부분 가격을 인하하여 그 인

하된 금액 내에서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A사에서 자체 실시하기로 하

였다. 이후 일반적인 진행 시는 판매 증대를 위해 프로모션, 광고 등의 

별도 마케팅 방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A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프

로모션 부분이 협의되자 가격 협상에도 호의적 태도를 보여 출장 중 계

약서를 작성하여 60,000 달러의 초도 오더 발주에 성공하였다.

첫 수출 제품을 선적한 2012년 10월경은 중국-시베리아 철도 화물 

물동량이 많아 배송 적체가 심한 때였으나 당사가 가진 다년간의 CIS

국가 선적 경험을 바탕으로 적체가 완화된 구간을 이용하여 약 한 달 

만에 화물 배송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당사의 신속한 대응에 만족한 

A사는 계속적인 주문을 결정하였다. 처음 주문은 기존에 A사가 주력 

품목으로 취급하던 도소매 및 마트 납품용 소포장 제품만 하였지만 키

르기스스탄 출장을 통하여 돈독해진 파트너십과 첫 주문 진행과정에서 

당사가 보여준 대응 방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과 및 제빵 원료용 

벌크제품(25kg) 오퍼에도 응하여 2012년 10월 말까지 55,000 달러 상

당의 주문을 계속하였다.

10월 중순 선적하여 11월께 도착한 초도 선적분은 A사가 자체적으

로 시행한 가격 할인 등의 프로모션과 겨울철을 앞둔 성수기로서의 이

점을 통하여 원활하게 유통되었다. 이에 첫 주문량의 재고를 소진한 A

사는 2013년 1월 초 60,000 달러의 3차 주문을 계속했다.

당사는 A사가 올해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주문할 경우 거래 초기에 협

의한 대로 판매 증대를 위한 프로모션, 광고 등의 별도 마케팅 지원을 

통해 당사 제품이 키르기스스탄에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사는 앞으로도 A사와 제품 주문에서부터 유통까지 전 과

정을 공유하고 상담하여 더욱 돈독한 파트너십을 쌓고 거래관계를 유

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바이어의 주문을 받다

  CIS국가 선적 경험으로 
                   수출을 증진하다

A사의 창고 외부 (8개 창고 보유) A사 소개 프레젠테이션 A사에서 트럭 배송 전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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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식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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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