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등록 및 제품홍보”

참 가 신 청 서
1. 기업정보

업 체 명
(한글) 주식회사 이런식

대 표 자
(한글) 이 진 영

(영문) eRunSik.Inc (영문) Jinyeong Lee

주 소
 본사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32-1, 5층

 공장 :

사업자등록번호 589-88-01174 설립연도 2019

종업원수 4명 홈페이지
www.summall.co.kr
en.summall.co.kr

전년도 수출액 - 전년도 매출액 206,127,974원

업 태 도매 및 소매업 업 종 전자상거래업

주력영업제품 김치, 퍼즐, 인솔 등 주요수출국가 미국, 싱가포르 등

인증 및 

지재권 현황

- 상표권 : 꼴깍(Kkol Kkak)에 대한 국내 상표권 준비 진행 중. 수출바우처 
사업을 활용하여 국내상표권 등록 후 해외상표권 등록 준비할 예정.
- 기타 인증 : KITA, KOTRA 등의 기관을 통하여 중국, 일본의 제품 라벨링, 수입 
통관 절차, 식품 관련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 중. aT센터 one-stop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라벨링, 인증 등을 구비할 계획. 장기적으로 미국 FDA 등 
각 국가별 식품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여 해당국가에 수출할 계획.
- 영문 제품 자료 : 영문 카탈로그, 상세페이지 현재 준비완료된 상태. 바우처 
사업 등 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퀄리티 있는 홍보자료 준비할 예정.

기업현황

해외 진출 현황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 준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직접 소통창구 확보 및 바이어 물색에 만전을 기하는 중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꼴뚜기 & 깍두기 김치 “꼴깍”(OEM 주문 생산)

2. 사업담당자(총괄 책임)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대리 이창호 snfllove34@erunsik.com 070-4800-3991 010-8645-4940



3. 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꼴뚜기&깍두기 김치) 제품규격 (92 × 92 × 102)cm / 400g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꼴깍 400g

소비자가격 8USD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16USD

제품

상세내역

- 재질 : 절임무[(국산)98%, 식염(국산)2%]53%, 염장꼴뚜기(중국산)32%, 

고춧가루(국산)3.5%, 젓새우[새우(국산)75%, 식염(국산)25%]2.5%, 

멸치젓[멸치(국산)80%, 식염(국산)20%]3.5%, 파(국산), 마늘(국산), 생강(국산), 

양파(국산), 설탕,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 용도 : 반찬, 안주, 건강발효식품, 다이어트식품 등

- 특징 

 • 꼴뚜기와 깍두기의 만남 : 꼴깍

 • 꼴뚜기의 효능

1. 풍부한 단백질과 아미노산(타우린, 성인병 예방)

2. 낮은 지방질과 당질(저칼로리, 다이어트)

3. 답즙산 분비(피로회복, 간기능개선)

 • 꼴깍의 특징

꼴깍은 국내산 고랭지 무와 소금으로 염장한 후 채썬 꼴뚜기를 양념으로 무친 

제품입니다. 꼴뚜기의 쫄깃한 식감과 무의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 

기존의 김치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타겟층 : 전 연령층, 1인 가정, 맞벌이 신혼부부, 김치류를 구매해서 먹는 계층

- 금년도 제품 매출액 : 약 3500만원 이상

- 주요판매채널 : 온라인 쇼핑몰(썸몰, 지에스샵, 스마트 스토어 등)

제품

특허 및 
인증사항

  1)HACCP (절임류,수산물조림,배추김치,농산물조림,기타김치 등)

  2)KS Q ISO 9001

  3)전통식품 품질인증서(한국식품연구원장)

  4)경상남도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지정서(경상남도)

  5)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서-김치류(경상남도)           

  6)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중소기업청)



4. 제품 사진(자유 양식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