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품작 소개(Brief Introduction)

Category New Product & Product Management Awards categories

Sub-category
Best New Product or Service of the Year 
J16. Product Development/Management Executive of the Year 

Title
KOR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 

ENG Young Jun Ham, President & CEO 
1. 2012년~2013년 업적

주식회사 오뚜기의 참깨라면은 1994년 출시돼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오뚜기 참

깨라면을 처음 개발할 당시에 참기름 유성수프를 특징으로 한 참깨라면과 계란블록을 특징으

로 한 계란라면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연구원들이 참기름 유성수프와 계란 블록을 동

시에 조합해서 먹어보니 그 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탄생하게 된 것이 참깨라면의 시초다. 
참깨라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깨라면은 밀가루에 참깨를 섞어 반죽해 면발이 고소하며, 면발이 쫄깃해 씹는 질감을 

더해준다. 그 외에도 볶음 참깨와 참기름 유성수프, 분말수프, 계란 블록이 구성되어 있다. 이

런 다양한 형태의 첨가물이 따로 분리, 포장되어 있어 기호에 따라 양과 맛을 조절 할 수 있

다. 

둘째, 지난 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용기면 선호도 조사에서 참깨라면이 3위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쿠스틱 밴드 ‘참깨와솜사탕’이 ‘참깨라면’과 대

학 MT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대학생들의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 성원에 힘

입어 지난 해 봉지면으로 출시된 참깨라면은 올해 천 만개를 돌파하는 등 인기 상승 중에 있

다. 

셋째, 최근에는 뮤지컬배우 겸 음악인 임태경이 참깨라면 CF 촬영을 마치고 전파를 타고 있

다. 라면의 명작이라는 컨셉으로 참깨라면의 고소하고 얼큰한 맛의 특징인 면발의 참깨와 참

기름 유성수프, 계란블록 등 원재료의 씨즐감을 잘 살려 표현했다. 

오뚜기는 최근 나트륨 저감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참깨라면은 110g 기준으로 1,960mg
의 나트륨함량을 1,670mg로 290mg을 낮추는 등 나트륨 저감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 언론 활동 요약  

- 활동 기간 : 2012~10.01~2013.05.30 

- 노출 건수 : 86건 

- 게재 매체 :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외 일간지, 온라인 기타 무가

지 매체

 



Biology/보충자료 Web address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1010502528039



http://www.fnnews.com/view?ra=Real0101m_i02&corp=fnnews&arcid=201211060100049670002604&cDat
eYear=2012&cDateMonth=11&cDateDay=06

* 용기면 2위 시장 등극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6586382







* 제18회 'KOSA 유통대상' 시상식





* 2013년 노출 결과 

http://www.segye.com/Articles/Spn/Sports/Article.asp?aid=20130221022579













회사소개:

1. 최고의 맛을 향한 열정, 오뚜기 사람들 

오뚜기 전 임직원들은 '보다 좋은 품질, 보다 높은 영양, 보다 앞선 식품'으로 인류 식생활 향

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업, 생산, 연구, 관리 등 모

든 부서에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뚜기 사람들의 노력들이 바로 최고 품질, 
최고의 맛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2. 맛있는 식품은 신선한 원료에서 

신선한 육류와 야채를 사용한 '오뚜기 3분 요리'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합

니다.

정선된 원료로 만든 '오뚜기 마요네스'와 '드레싱'은 신선한 야채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갖가지 향신료로 만든 '오뚜기 카레'는 더욱 부드럽고 향긋한 카레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

습니다.

과육의 원형이 살아있는 '오뚜기 프리저브형 쨈'은 딸기, 포도, 블루베리 등의 신선한 과실로 

만듭니다.

엄선된 쌀을 깨끗하게 씻어 포장한 '씻어나온 맛있는 오뚜기쌀'은 더 씻을 필요 없이 물만 부

어 한번에 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맛있는 오뚜기밥'은 갓 지은 맛있는 밥

을 무균 포장한 제품으로 간편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3. 우수한 품질은 좋은 시설에서  

우리 회사는 카레, 스프, 케챂, 마요네스 등 1등 제품이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제품들이 오랫

동안 정상을 지켜온 비결은 고객들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생산라인은 자동화된 첨단설비, 위생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있

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뚜기의 저력이고 1등 제품의 힘입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21세기 오뚜

기의 비전입니다. 이런 오뚜기 사람들의 노력이 최고 품질, 최고의 맛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