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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개요

회 사 명

대표이사

설 립 일

주 소

직 원 수

주요상품

주요사업

주식회사 비욘드푸드랩

정선영

2017년 9월 25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602호

3명 (+ 프리랜서 디자이너 1명)

우주쿡 밀키트, 천연조미료

자체 브랜드 상품 기획·유통, 홈쇼핑/펀딩 상품 콘텐츠 기획·제작

해외납품용 상품 개발 및 제품화



주식회사 비욘드푸드랩은 엄선된 식재료를 이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과 문화를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국내외에 판매하는 푸드 스타트업입니다.

대기업 MD 경력을 바탕으로 자사 브랜드를 런칭하고 국내외 유통까지 진행하며,
홈쇼핑/펀딩 상품의 스토리 기획 및 공공기관 상품 개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마케팅과 디자인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 기획과 개발, 컨텐츠 기획에
특화되어 있으며, 컨텐츠 제작까지 가능합니다. MD 경력과 푸드 스타트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프로젝트 오픈까지 귀사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2. 회사 소개



3.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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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먹거리창업센터 입주

회사설립

한국관광공사 2018 예비 관광벤처 사업 선정

2018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사업 선정

우주쿡 한식 밀키트 Wadiz 크라우드 펀딩 진행
(408만원 204% 달성) 

우주쿡 한식 밀키트 4종 정식 출시

서울관광재단 MICE 미디어 투어 기자용 선물 납품

홈쇼핑 방송상품 아이디오 소파커버 컨텐츠 기획·제작

제7회 잇-어워드 패키지&용기디자인 부문 본상 수상

롯데유통BU 입점 지원 사업 선정

모스크바 코리아 브랜드 엑스포 참가

홈쇼핑 방송상품 센스업 폴딩선반 로고 디자인 및
컨텐츠 기획·제작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앙센터 입주

패키지 리뉴얼 및 재출시

홍콩 AEON 백화점 한식밀키트 간접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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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사업화 부문 최우수상 수상

서울어워드 선정 (한식밀키트 4종)

우주쿡 한식 밀키트 아마존 미국 입점

우주쿡 한식 밀키트 베트남 서울메이드관 입점 상품 선정

우주쿡 한식 밀키트 아마존 일본 입점

한식진흥원 한식 체험 밀키트 개발 용역 수주
(한식키트 12종 개발, 2021년 1월 납품 완료)

수블수블 무알콜 막걸리맛 음료 신상품 컨텐츠 기획

우주쿡 천연조미료 6종 국내외 출시

우주쿡 천연조미료 글로벌 비건 인증 BeVeg 획득

칠링백 겸용 와인캐리어 Wadiz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컨텐츠 기획·제작 및 오픈 대행 (370만원 370% 달성)

우주쿡 천연조미료 현대백화점 식품관 투홈 입점

타파웨어 홈쇼핑 방송상품 컨텐츠 기획·제작

홈쇼핑 방송상품 센스업 모듈선반 컨텐츠 기획·제작

한국관광공사 한식 체험 밀키트 제작 납품 용역 수주



4. 자체 브랜드 상품

우주쿡한식밀키트 KoreanFood Meal Kits 우주쿡천연조미료Gourmet Premium Seasoning

주식회사 비욘드푸드랩은 엄선된 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먹거리를 중심으로 제품 기획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5. 컨텐츠 기획·제작 사례

식품 뿐 아니라 리빙, 주방 등 홈쇼핑 런칭 상품과 스타트업 신상품의 컨텐츠 기획 및 제작을 꾸준히 해 오고 습니다.



6. 상품 개발 용역 사례

한식진흥원 용역을 수주하여 외국인 대상 한식키트 12종을 개발 및 제작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관광공사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12종 메뉴 선정
레시피 및 구성품

최적화

BI, 패키지 및
기프트 박스
디자인 개발

영/중문 레시피북 & 카드
컨텐츠 기획 및
디자인 개발

한식체험 밀키트
12종 1,100세트
생산및납품

용 역 명

발 주 처

용역개요

용역기간

한식 체험 밀키트 상품 개발

한식진흥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한식 체험 운영을 위한 한식 체험 밀키트 개발

2020년 11월 4일 ~ 2021년 1월 22일



7. 와디즈 펀딩 운영 사례

푸드스타트업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의 펀딩을 직접 기획, 스토리 작성, 리워드 설계 및 런칭과 마케팅까지 직접 운영했으며,
최근 와인 스타트업 상품의 펀딩 스토리 기획 및 콘텐츠 제작과 와디즈 펀딩 입정부터 오픈에 이르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펀딩기간

목표금액

펀 딩 액

서 포 터

2018. 08. 14. ~ 2018. 09. 03

2,000,000원

4,082,000원 (204% 달성)

93명

펀딩기간

목표금액

펀 딩 액

서 포 터

2021. 06. 29. ~ 2021. 07. 12.

1,000,000원

3,706,100원 (370% 달성)

115명



주식회사 비욘드푸드랩
Tel. 070-4070-0888 ｜ E-mail. beyondfoodlab@naver.com

Add.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602호

“

”

MD의 마음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고객의 마음으로 스토리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만들며,

메이커의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