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식사랑 매체 소개서
한식의 모든 것을 담다 

ALL THAT KOREAN FOOD

(사)대한민국한식협회 공식포털사이트

내가 만드는 우리들의 경쟁력 한식사랑

http://ilovekf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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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식사랑이란

누구를 위한 포털인가

기존 포털과의 차이점

한식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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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사랑이란?

“한식사랑”

• 대한민국 대표 한식문화 컨텐츠(한식의 날 / 레시피 / 식자재 / 맛집 등) 역할

• 한식 활성화 컨텐츠 개발 및 보급으로 한식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

• 식관련 단체(한식당 / 협력업체 / 농수축산물 생산자단체 등)의 활성화

• 한식인들의 교육, 취업 창구 역할

• 한식관련 협회/단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

한식사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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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사랑”

• 대한민국 대표 한식문화 컨텐츠(한식의 날 / 레시피 / 식자재 / 맛집 등) 역할

• 한식 활성화 컨텐츠 개발 및 보급으로 한식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

• 식관련 단체(한식당 / 협력업체 / 농수축산물 생산자단체 등)의 활성화

• 한식인들의 교육, 취업 창구 역할

• 한식관련 협회/단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

한식사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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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식관련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나눔 경제를 실현하는

관련된 지식과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는 온라인 상설 박람회입니다.

한식사랑은 한식을 전문테마로 하는 포털사이트 입니다. 



누구를 위한 포털인가?

한식 관련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최적의 서비스 제공

5

한식당

협회&단체

기업

영농조합법인

조리인

교육기관

• 한식레시피

• 지자체 인증 한식당

• 한국음식 100인의 달인

• 교육프로그램

• 한식교육기관

• 협회 단체관

• 생산자단체 정보제공

• 우수기업관

• 쇼핑 등..

>



기존 포털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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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서비스
직접관리

HUB

HUB

HUB

HUB

HUB

SERVICE SERVICE SERVICE

타겟층의 불분명함

정보의 홍수, 지식의 가뭄

서비스 제공의 일방향성

관리자중심의 컨텐츠 & 인력운영이 어려움

전문화된 타겟층

인증된 지식&정보만을 제공

컨텐츠가 다양한 페이지로 자동공유

사용자 중심의 컨텐츠 & 인력 운영 최소화

기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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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사랑 Main page

디렉토리(검색서비스)

레시피

교육&세미나

한식당

축제&행사

매니지먼트

쇼핑

한식사랑 컨텐츠 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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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사랑 Mai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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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한식관련 컨텐츠를 노출하여 사용의 손쉬운 접근을 가능

다양한 기기(모바일,PC,타블렛)에 최적화된 디자인 구성 

저사양의 PC에서도 빠른 접속이 가능한 기술이 구현 

요리/음식정보 전체 사이트 TOP 5
(랭키닷컴 2016년 4월 1주 방문자수 기준) 



디렉토리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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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편한 검색서비스를 통해 
한식사랑 컨텐츠를 한눈에 

디렉토리 검색서비스

테마별 컨텐츠



레시피 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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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관련 전문적 지식&칼럼 영역

대한민국한식협회 인증을 거친  조리인의 레시피 제공

한국음식 100인의 달인

 지역별/테마별 우리나라 한식당 리스트

- 지자체 인증 모범음식점

- 지자체 인증 착한가격 음식점

- 한국관광공사 지정 우수 식당

- 대한민국한식협회 인증 한식당 



한식당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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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식당 홍보공간 제공

SNS서비스를 통한 전파

업체별 별도의 소개 페이지 제공

- 영업시간, 위치, 메뉴, 영업일 등

- 허브 서비스와 연동

 - 구글/네이버 지도서비스 연동

- 인증 한식당 자동 표기

지역별 & 테마별 한식당을 한 곳에 모으다  

한식사랑

허브(HUB)

디렉토리



교육&세미나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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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및 한식관련 자료

협회 및 단체의 인증된 교육과정

식품관련박람회 정보 총집합 
(코엑스, 킨텍스, AT센터, SETEC 등) 

전국 한식교육기관 정보제공

KFOOD�01 KFOOD�02 KFOOD�03 KFOOD�04

자격검증 및 인증 구인구직 교육/세미나 매니지먼트



축제&행사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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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관광지/문화시설/레포츠/여행코스

즐길거리: 전국 축제&행사 정보 

지역별 관광지 및 
축제&행사 데이터



매니지먼트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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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력/경력/연봉 별로 검색 가능한

조리 및 식음료 파트의  구인구직데이터 ( 데이터제공_by 사람인, 잡코리아 ) 

임대/계약/입지선택 등 창업에 도움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한눈에 “창업지식·칼럼”

예비 조리인 발굴 및 현직 조리인 매니지먼트 (‘17 .10월 예정 )

오너셰프  창업/브랜드화  지원 (‘17. 예정 )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컨텐츠 (‘17. 10월 예정 ), 일부 서비스 유료운영 



쇼핑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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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지의 다양한 한식관련 카테고리  ( 농수산물, 김치, 장류, 정육 / 주방용품, 주방기구 등… )

손쉽게 제품의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 및 카테고리내 검색 서비스 

허브와 상품 및 주문정보 자동연동

매쉬업 기능을 통한 정보+쇼핑 구현

 통합 상품관리시스템 운영

저렴한 수수료 구조



3
허브 구축

모바일 브로슈어 제작

한식사랑 컨텐츠 구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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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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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란?
한식사랑 내 홈페이지 역할을 하며, 

자체홍보가 어려우신 분을 위한 구조
요식업 허브

협력업체 허브

협회허브

생산자 허브

축제허브

정기적인 무&유료 업데이트

모든 컨텐츠-한식사랑과 자동연동

다양한 페이지로 노출되어 홍보효과 상승

반응형웹으로 PC&스마트폰(모바일) 연동

전문지식이 없이도 운영 및 관리의 간편화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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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경쟁력

각 구성원들의 참여로 

더욱 커지는 허브의 경쟁력!

한식사랑은 분산형 비즈니스 기반으로

Win-Win할 수 있는 

공유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프로모션

ㆍ재능기부

ㆍ한식의날

ㆍ서명운동

ㆍ후원

한식디렉토리

ㆍ한식업체

ㆍ협력업체

ㆍ한식명인

ㆍ정부/기관

교육/세미나

ㆍ학원/한식교육

ㆍ법률/세무 지원

ㆍ오프라인 교육

ㆍ동영상 교육

베스트샵

레시피

축제

구인구직

매니지먼트

쇼핑

ㆍ창업지원

ㆍ인큐베이팅

소통

정보공유

참여

ㆍ재능기부

ㆍ자원봉사

ㆍ한식이야기

한식사랑

kI FOOD
한식사랑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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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률 최대 96.2% 
PC와 모바일 간의 연동이 되는 반응형 웹으로써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배포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여 확대 가능합니다.

(20대 기준)



모바일 브로슈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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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웹브로슈어으로, 고객관리와 매장/상품홍보가 가능합니다.

브로슈어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고객  또는 예비고객층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수익 증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16년 10월 서비스 예정)

고객(단골)관리
이벤트, 신제품 소개 등

매장홍보
소비자와 직거래, 
저비용 모바일 마케팅



4
기대효과

한식사랑과 함께합니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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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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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FOOD
한식사랑

일반인 한식인

요식업주 생산자단체협력업체

일반인에게는 

알찬 한식관련 컨텐츠 확보로 각종 정보 제공 및 한식의 날 

축제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가 가능하여 

한식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한식인에게는 

누구나 쉽게 참여가능한 소통공간을 제공하며, 국내외 한식인

발굴 및 구인구직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여줌과 동시에 

표준레시피 등 한식관련 자료 활용이 쉬어집니다. 

요식업주에게는 

한식사랑 식당 인증제, 시식권 행사, 배너광고 게재, 디렉토리서비스 

업종별 노출, 허브제작 등으로 일반인들 대상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툴로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생산자단체, 협력업체는 

한식포털 내 배너광고, 디렉토리서비스 업종별 노출, 다양한 업체와의 

네트웍형성으로 업체간 온라인 홍보가 용이하며, 비용절감 및 

매출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식사랑 기대효과



한식사랑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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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개의 협회 및 단체 280여개의 
기업과 함께합니다.



5
메인영역

퀵메뉴영역

디렉토리영역

한식당영역

쇼핑몰영역

로그인영역

ㆍ이벤트 단가유효일: 2015. 6월말 광고비 입금기준

ㆍ상단 광고단가는 현금 선결재시 적용금액입니다

ㆍ광고신청시 고객센터 > 광고안내 하단의 ‘광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팩스 02)6911-6230로 보내주세요.

광고안내

24



메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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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사랑 상단 베너 - MA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단체 및 업체소개 / 상품 브랜드 홍보 추천 영역!

프로모션 & 이벤 트 홍보 추천영역

• 사이트 메인 상단에 고정 노출 

• 사용자에게 반복적인 접근 가능

•유저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 가로 240px * 세로 55px

가격 3,000,000 (1개/1개월) 1구좌 고정

제안 특가 3,000,000원(3개월)

노출영역 : 전체

사이즈 : 가로 760px * 세로 330px

가격 5,000,000 (1개/1개월) 6구좌 롤링

제안 특가 5,000,000원(2개월)

노출영역 : 메인

• 사이트 메인 영역을 사용하여 광고

• 가장 큰 영역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유저에게 홍보가 가능하고,큰 배너공간을

    활용해 접근이 쉽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한식사랑 메인 베너 - MB



퀵메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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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사랑 퀵메뉴 베너 - MC

업체 상품 홍보 추천 영역!

협회/단체 이벤트 & 프로모션시 추천영역!

•사이트 전체 우측에 따라다니는 배너로 눈에 잘 띄는 영역

•볼드+컬러+아이콘 적용 디자인  

사이즈 : 가로 100px * 세로 285px

가격 3,000,000 (1개/1개월) 1구좌 고정

제안 특가 3,000,000원(3개월)

노출영역 : 레시피 / 교육&세미나 / 축제&행사 / 매니지먼트 / 한식사랑 / 쇼핑



디렉토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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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사랑 상단 베너 - MA

기업 및 업체의 브랜드 소개 추천영역!

•랜덤 배너로 반복노출효과 극대화

•볼드+컬러+로고 적용 디자인 

•사용자에게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이즈 : 가로 315px * 세로 190px

가격 3,000,000 (1개월) 3구좌 9개롤링

(3개씩 노출되며 9번 랜덤 적용)

제안 특가 3,000,000원(3개월)

노출영역 : 전체

사이즈 : 가로 400px * 세로 105px

가격 2,000,000 (1개월) 1구좌 고정

제안 특가 2,000,000원(3개월)

노출영역 : 메인

•각 페이지 메뉴 명 옆에 노출 

•볼드+컬러+로고 적용 디자인 

•사용자에게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디렉토리 상단배너 - DB



한식당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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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이달의 명가 - HA

한식사랑 메인 페이지 내 한식당 홍보 추천영역!

• 한식사랑 메인페이지 한식당 영역 랜덤노출

• 유저에게 홍보가 가능하고 접근이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식당 전용페이지 내 컨텐츠에서는 강조아이콘 적용

가격 :  700,000 (1개/1개월) 4구좌 랜덤

노출영역 : 메인



한식당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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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이달의 명가 - HA

사이즈 가로 740 * 세로 400

가격 :  1,000,000 (1개/1개월) 1구좌 4롤링

노출영역

ㆍ먹을거리 메인노출

가격 :  500,000 (1개/1개월) 2구좌 6랜덤

노출영역

ㆍ먹을거리 상단우측영역

한식당 이달의 명가 – HB

한식당 이달의 명가 - HC 한식당 이달의 명가 - HC

가격 :  500,000 (1개/1개월) 8구좌

(위치 랜덤 적용)

노출영역

ㆍ한식사랑추천 입증업체

가격 :  무료 (1개/1개월) 8구좌

(위치 랜덤 적용)

선정방법

1.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무상제공

2. 허브 우수운영 업체 선정 제공

노출영역

ㆍ한식사랑추천 입증업체



쇼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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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상단 배너 - SA

유저에게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업체/브랜드/상품소개 추천영역

•쇼핑몰페이지 중 가장 큰 배너영역

•가장 큰 영역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프로모션 홍보 또한 가능

사이즈 : 가로 800px * 세로 270px

가격 3,000,000 (1개/1개월) 4구좌 롤링

제안 특가 1,000,000원(1개월)

노출영역 : 쇼핑몰메인

사이즈 : 가로 200px * 세로 310px

가격 1,000,000 (1개/1개월) 1구좌 고정

제안 특가 1,000,000원(2개월)

노출영역 : 쇼핑몰메인

•쇼핑코너 메인에서 노출

• 해당 상품 4개씩 상품랜덤노출

• 브랜드 함께 홍보 가능

쇼핑 브랜드 영역 - SB



로그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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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사랑 로그인영역 - LA

 업체 소개 및 브랜드 소개 추천영역!

프로모션 및 상품 소개 추천 영역!

•로그인 페이지에 자동 노출되어 신규가입자와 기존사용자에게까지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저에게 반복 노출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볼드+컬러+아이콘 적용 디자인

사이즈 : 가로 355px * 세로 255px

가격  : 500,000 (1개/1개월) 3구좌 랜덤

노출영역 : 로그인페이지



Contact us..

http://www.ilovekfood.com

Tel. 02-322-3740  Fax. 02-6911-6230

E-mail. 4ubi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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