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OOD의새로운문화를창출하는식품·외식비즈니스성공파트너



GN컨설팅은 컨설팅, 컨벤션, 마케팅, 통번역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에게
정확한 발전방향과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한국기업 대상 업무 20년의 경력과 각 분야의 전문가, 연구원, 박사로

이루어진 팀으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회사소개 Introduce company

컨설팅 컨벤션 마케팅 통번역
조사&분석
진출방안
수출지원
인허가

전시, 판촉행사
포럼, 세미나
교육, 연수

중국 온라인 One-Stop
ATL
BTL

통역
번역
통역장비

GN CHINA
중국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한국기관과 기업
중국업체 상대로 컨설팅, 컨벤션, 마케팅 , 통번역
서비스 제공

GN KOREA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및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지원
및 GN컨설팅의 영업 역할



Chief Executive Officer

2018년 대통령 표창 수상자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부회장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회원사 대표
중국백화상품협회 화장품분회 회원사 대표
한중의약포럼 주관사 대표
한국KBS베이징 통신원(1997년~현재) 
한국경제TV <주간중국경제> 패널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사무소 회원사 대표
지엔컨설팅 차이나, 지엔컨설팅 코리아 대표

북경대학교문학박사
인민대학교신문학과미디어경제학고위과정수료

회사소개 Introduce company



회사소개 Introduce company

글로벌FC외식전략연구소소장(현)

지역경제컨설팅협회이사(현)

동국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 석사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사무총장(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업교육강사 / 외식칼럼리스트

한국방송 KBS, SBS, 채널A, tvN, 소상공인방송 출연,
외식경영자문위원

한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식품기사, 소상공인지도사, 프랜차이즈 경영지도사, 
특허경영지도사 취득
한국 치킨페스티벌 치킨명인 심사위원 대표5인(전)

현재까지 한국 대표상업음식 30종 글로벌 론칭 컨설팅 진행



회사소개 Introduce company

GN 컨설팅 경영고문 (현)
세계중국외식업연합회 상임이사 (현)

글로벌 외식관광 연구원 원장 (전)
국제대학교 호텔관광 경영계열 겸임교수 (전)
국제 관광 무역학회 부회장 (전)
경희대,한양대,충남대,우송대,초당대,배재대,장안대 출강
(호텔, 외식, 식음료, 관광경영계열) (전)
(사)한국외식경영학회 부회장 (전)
한중외식협회 부화장 겸 사무총장(전)
2009 대한민국 요리대경연대회 사무총장 (전)
2008 세계중국요리연합회 상무이사 겸 국제요리대회 심사위원 (전)

경희대 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한국외식산업의 중국시장진출방안에 관한연구 (논문)
일본인 관광객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전략에 관한연구 (논문)
호텔음료부문의 인적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논문)
식음료실무관리론 (저서)



GN컨설팅 온라인 본부장(현)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부회장 (현)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제일오픈타이드(서울) 이커머스 상임고문 (전)
삼성오픈타이드 이커머스사업부 B2B파트리더 (전)
SK CHINA 신재생에너지사업부 매니저 (전)
NHN CHINA 중국사업개발팀 팀장 (전)
LG화학(상해) 영업부 총 경리 (전)
LG화학(대만) 영업부 총 경리 (전)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북경대학 MBA 최고위과정 수료

회사소개 Introduce company



회사개요 introduce

핵심가치
4대핵심가치

1 최적의콘텐츠
2 홍보효과극대화

3 실현가능한솔루션
4 확실한결과

MISSION
한·중 양국 경제, 사회, 문화 교류사업의 해결사

GN컨설팅의 전문 노하우와 현지 자원 및 한중법인의 협력으로 중국과 한국의 수요를 연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며 상호 Win-Win의 협력관계 구축

핵심사업
한중 비즈니스 교류 확대
1 한중 양국 상호 수요 연계

2 정확한 마케팅 전략을 통한 중국진출 해결
3 컨벤션을 통한 홍보, 교류 실현

4 통번역을 통한 장애 없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지침
고품질의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

1 전문적인 지식
2 창의적인 사고
3 자신 있는 태도
4 겸손한 자세



한식세계화북경협의체초대부회장기업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제 23대부회장기업

단국대학교가족회사

중국의약보건식품수출입상회공식회원사

중소기업진흥공단해외민간네트워크업체
수출바우처사업수행기업

코트라공식협력업체

기업등록 현황 Enterprise certification status

중국백화상업협회
화장품국제분회공식회원사

中国医药保健食品
进出口商会

中国百货商业协会
化妆品国际分公司



시장조사
지역자원 조사, 트랜드 조사, 상품 조사, 소비자 조사

상품 및 브랜드개발
가공식품/메뉴개발, 외식 브랜드 개발, 지역특산 상품 개발

유통 및 마케팅
유통 및 마케팅 실행전략 수립,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홍보 프로모션, 글로벌 수출 네트워크 구축, 전시박람회

K-Food

사업부별주요실적

교육 및 인력파견
해외 현지업체 교육, 국내인력 해외 파견, 국내 교육 진행

콘텐츠/스토리텔링
케이푸드의 가치를 알리는 각종 콘텐츠를 제작



식품산업컨설팅 Food Business Consulting

1. Local 식자원 발굴 + 트렌드 조사
• 해외 연계가 가능한 지역 특산 가공품 및

식품기업 제품의 자원을 발굴, 실체화
• 트렌드 조사를 통해 유통방법 및 타켓층에 대한

입체적인 가능성을 모색, 글로벌시장 개척

3. 상품화 방향 제시
• 글로벌 시장조사에 기반, 국내 외식기업 가공식품

및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상품 유통방향 재확인

• 상품의 브랜드 전략 및 시장의 니즈, 수익성, 사업
방향성 등을 감안해 최적의 상품 컨셉 제안

2. 유통마케팅 전략/홍보 프로모션

• 상품 컨셉을 중심으로 5C, SWOT 등 활용, 시장
타켓팅 및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전략을 확정

• 전시 및 박람회 참여, 언론 홍보, 광고 및 협찬,
인쇄 및 판촉물, 홍보영상, 체험·방문 프로그램,
온라인몰 또는 기획전, 바이럴 마케팅(해외, 국내,
SNS)를 대행

4. Food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 국내 로컬 푸드의 콘텐츠화 사업 및 스토리텔링
가능 영역 개척, 최적의 스토리텔링을 기획

• 쌀가공, 유가공, 전통주, 청년창업 등 Needs가
있는 분야의 영상물, 인쇄물을 비롯 식품
접근성을 유도하는 기획물 제공

식품산업컨설팅
국내 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 이후 트렌드 및 시장조사, 유통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식품 진출을 실현



K-Food의 파워를 전세계에 널리 알려라

해외우수한식당 인증사업(2018) 

북경 국제한식 페스티벌 마케팅 및 진행운영 (2018) 

유력 레시피 앱 연계 장류 홍보사업(2017) 

한국홍삼 CF광고 쓰촨&충칭 TV 방송국 방영사업(2016) 

식품산업컨설팅 주요실적 Food Business Performance



리서치, 제품홍보, 전시회 등 서비스를 통한 중국시장에서의 잠재력 개발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aT, PNP, 2018)

미래클 품목(요거트스낵, 동결건조이유식) 중국시장조사(aT, 2017) 

천진한식당협의체 한식 레시피교육(한식진흥원, 2017) 

유력 레시피 앱 연계 장류 홍보사업(aT, 2017) 

한국홍삼 CF광고 쓰촨&충칭 TV 방송국 방영사업(aT, 2016) 

K-food(충칭)페어, 다육식물&유자차 전시(aT, 2015) 

베이징 한식당 종사자 교육(aT, 2015) 

식품산업컨설팅 주요실적 Food Business Performance



2019 유제품 공동마케팅(上海·北京·苏州)

2018 유제품 명품전(上海 · 延吉 · 成都) 

2017 유제품페스티벌(上海) 

2017 유제품 명품전(广州 · 深圳) 

2016 한국 유제품 로드쇼(北京) 

2016 한국 유제품 쇼케이스(深圳) 

2015 유제품 페스티벌(北京 · 上海) 

2014 유제품 페스티벌(上海) 

유제품 공동 마케팅 6년 연속

식품산업컨설팅 주요실적 Food Business Performance



대한민국쌀떡볶이판매부터온라인마케팅까지!

식품산업컨설팅 주요실적 Food Business Performance



한국수산물협회 온오프라인 판매, 유통, 마케팅까지 One-Stop 컨설팅

K-Seafood Global Wee (2018)

제3회 중국국제 음식교역박람회 CFB (2018)

식품산업컨설팅 주요실적 Food Business Performance



청정원 온라인 판매, 유통, 마케팅까지 One-Stop 컨설팅 5년 연속
청정원 역직구 4년 연속

식품산업컨설팅 주요실적 Food Business Performance



정관장 온오프라인 판매, 유통, 마케팅까지 One-Stop 컨설팅

식품산업컨설팅 주요실적 Food Business Performance



샘표식품 대중국 시장조사 및 중국 진출 전략컨설팅

*대중국 시장조사, 설문조사, 브랜드네이밍 및 중국진출전략 컨설팅

식품산업컨설팅 주요실적 Food Business Performance



2019 중국 항저우 내 강원도 횡성시 가공식품 공동마케팅

*대중국 진출 목적의 명확한 마케팅 전략 수립, 현지 소비자 직접 공략을 통해 효과적 접근

식품산업컨설팅 주요실적 Food Business Performance



진주햄중국온라인마케팅플랫폼운영대행

*진주햄웨이신및웨이보운영대행및각종이벤트마케팅수행

식품산업컨설팅 주요실적 Food Business Performance



외식산업컨설팅
2020년 기준, 글로벌외식시장에 대해 경쟁력 있는 한국의 상업 음식군을 선별하여
글로벌 외식브랜드를 개발, 론칭, 교육, 매칭하며 기업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컨설팅, 

최신 외식 트랜드를 반영한 아이템 등을 글로벌 시장에 론칭

FOOD & MENU
Research & Development 

K-chicken Global
Diffusion Center

Dining-out Education & 
Fair & Culture Contents

Operation of Directly
Managed Restaurants

Restaurant Franchise
Business CONSULTING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Restaurant Industry

외식산업컨설팅 dining consulting

K-food ver. 3.0
business



외식산업컨설팅 dining consulting

Step 1 : 케이푸드시스템구축(해외브랜드론칭상세업무)



외식산업컨설팅 dining consulting

Step 2 : 운영시스템구축및확장



01 02 03 04 05 06

K-CHICKEN
BRAND LAUNCHING

K-CHICKEN
CONSULTING

K-CHICKEN MASTER 
자격증과정

K-CHICKEN
관련식자재수출

· 글로벌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운영

(해외 직영, 가맹 등)

· 해외브랜드컨설팅

· 메뉴 개발 컨설팅

· 홍보 마케팅 수행

· K-GN 매칭 프로그램

· 국내/해외치킨전문가
교육과정이수

· 치킨마스터수료증및
자격증발급

· 론칭및컨설팅브랜드,
교육생등을대상으로
메뉴및식자재지원

· 해외창업자대상수출

K-food 전반에걸친
시스템구축

K-food
해외진출

· K-FOOD의대표인
치킨을시작으로BBQ,
기타경쟁력있는식품
전반으로확대하여
시스템구축

· K-FOOD해외진출
목적을위한정부기관의
지원및기업의협찬등
각종방법모색및진행

외식산업컨설팅 dining consulting

K-CHICKEN 종주국으로서 치킨의 모든 것을 배우고,
홍보할 수 있는 한국 치킨의 메인 센터 / 이후 K-Food로 확장

Global K-food / k-Chicken 특화사업



미주지역 K-FOOD / K-CHICKEN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 스타일의 치킨을 미국 뉴욕 / 필라델피아 / 뉴저지 해변가에서
새로운 메뉴와 판매방식으로 현지화에 성공, 현지의 명소로 발돋움함

외식 분야
시장 조사
상품 조사

소비자 조사

메뉴 개발
브랜드 개발

메뉴 교육
운영 교육

외식산업컨설팅 주요실적 Dining consulting Performance



외식분야

MANA프로젝트

메뉴개발
브랜드개발
공간개발

시장조사
상품조사
소비자조사

미국 마이애미 글로벌 도시재생 투자회사 마나(MANA) 그룹과 MOU 체결
CONTEMPORARY 공간에 F&B 사업을 접목하여 복합 문화 공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외식산업컨설팅 주요실적 Dining consulting Performance



제주새빌카페

새별오름의 상징이었던, 버려진 그린리조트호텔을 카페새빌로 재탄생시킴
외식 트렌드에 맞는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외식분야
시장조사
상품조사
소비자조사

메뉴개발
브랜드개발

메뉴교육
운영교육
콘텐츠개발

외식산업컨설팅 주요실적 Dining consulting Performance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남도어부밥상 콘텐츠 개발

신안, 증도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남도어부 밥상을 개발하고 리조트 및
지역 상인들에게 보급한 지역 외식상권 활성화 컨설팅

외식 / 식품 분야
시장 조사
상품 조사

소비자 조사

메뉴 개발
브랜드 개발
상품 개발

외식 브랜드 런칭
로컬식 콘텐츠 제작

외식산업컨설팅 주요실적 Dining consulting Performance



뉴질랜드 / 남태평양 한식 BBQ 론칭 프로젝트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사모아 섬에 한식 BBQ 전문점과 치킨브랜드를 론칭 /
한식의 가능성을 재 입증한 한식세계화 컨설팅 프로젝트

외식 분야
시장 조사
상품 조사

소비자 조사

메뉴 개발
브랜드 개발

메뉴 교육
운영 교육

외식산업컨설팅 주요실적 Dining consulting Performance



일본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공동개발 프로젝트

일본히로시마지역식품외식기업과함께한국내외식사업을 위한
프랜차이즈브랜드개발과마케팅을공동으로 진행한프랜차이즈사업프로젝트

외식 / 프렌차이즈 분야
시장 조사
상품 조사

소비자 조사

메뉴 개발
브랜드 개발
상품 개발

외식 브랜드 런칭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홍보 프로모션

외식산업컨설팅 주요실적 Dining consulting Performance



Client
컨설팅, 이제 당신의 최고의 파트너 입니다.



Client
컨설팅, 이제당신의 최고의파트너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