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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619, 본관 1,2층 

㈜장모님에프앤비  



쿡스탑 반찬스토어 

쿡스탑 정직한 재료를 통한 정직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장모님에프앤비는 2007년부터 시작한 외식업 경험과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남도 쉐프들의 

열정이 모여 ＂쿡스탑＂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객과 점주 모두가 간편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가성비까지 갖춘 “쿡스탑”으로 귀하의 창업 가치를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중에 최고 탑 “쿡스탑”,  집에서 만드는 요리는 이제 그만 “쿡스탑”으로 최고가 되십시요. 

CooksTop is 



Company Operating System 

쿡스탑 회사개요 



쿡스탑 인증현황 
Corporate Certification 



쿡스탑 반찬스토어 매장사진 



HMR 
(가정간편식) 

+ 
밀키트 

(반조리식품) 

초밥&롤 
+ 

즉석식품 
도시락(주문) 

배달포차메뉴 
(닭발,곱창..) 

쿡스탑 타입별 맞춤형 선택창업 

나물류를 제외 하고 전품목 완제/반제 공급, 반찬류는 매장소분 

점포규모와 상권,고객특성에 따라 판매형과 푸드형의 맞춤형 창업! 

200가지 
반찬거리 
국거리 

먹을거리 

Store operation style 

①판매형 반찬스토어 ②푸드형 반찬스토어 



쿡스탑 특장점 

 반찬공장,김치공장,음료및 소스공장등 먹거리와 관련된 공장보유 

 다양한 식품제조 생산라인을 통해 식재료 완제품과 반가공제품 공급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의 본사공급과 여러 생산공장의 R&D팀의 신메뉴 제공 

 OEM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품공유와 전국물류 시스템 

 13년 외식사업을 운영한 축척된 노하우로 시행착오의 로스를 줄여 드립니다 

 대중적 먹거리의 생산(광주운암동,장수군 HACCP공장시설 운영) 

     → 센트럴키친(CK:Central Kitchen)운영 

 온라인몰운영,식품유통,뷔페사업등 다양한 사업의 컨텐츠 운영 

탄탄한 본사 

 자체공장 및 

OEM협력 

 다양한 가성비 

메뉴 

 점포운영시 효율적인 인건비 운영(매장내 조리의 최소화) 

 하이브리드 매출(포차조리안주 배달및 매장판매)  

 높은 재방문율(단골고객확보 용이) 

 주부들의 최대 고민인 차림상 고민끝 

 안정된 수익 

 경기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는 가성비 좋은 착한가격 

 200 여가지의 다양한 반찬과 제품으로 식단을 구성한 고객만족 실현 

 다양한 간편 밀키트제품과 HMR제품 구성으로 남자도 찾는 반찬스토어 

special advantage 



 4P Marketing-mix 

Target  
Market 

•200여가지의 반찬,국,먹을거리 

•가정에서 간편한 반조리로 요리를 완성 

   → 가정간편식(HMR),밀키트 

•메인메뉴 반가공 원팩 공급, 김치와 반찬류 본사공급 

•포차안주 배달메뉴구성으로 다양한 고객확보 

•스시&롤,즉석식품으로 간편구매고객 확보 

•반찬가격 3,000부터 해도 COST 40% 

•완제및 반제로 효율적인 인건비운영 

•고객에게도 실속있는 밀키트가격 

•동종업체중 가장 현실적인 개설비용 투자로 

 실속 있는 수익률  

•직영매장의 철저한 테스트 

•대단위아파트단지,1인가구상권,골목시장, 

 지역마트 입점등 폭넓은 출점 가능 

•10평 전후 출점으로 운영 부담감소 

•일요일 휴무도 가능 

•SNS를 통한 입소문 전략  

  →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시 서비스제공 

•회원쿠폰판매(쿠폰카드 or 포인트카드) 

•저녁고객 주류혜택 

•지속적인 이벤트 전략  

Place 
(상권) 

Promotion 
(판촉) 

Price 
(가격) 

Product 
(상품) 

쿡스탑 4P 마케팅 



Franchise management system 

가맹점 

마케팅 

슈퍼바이저의 
위기관리 능력 

점포개발 분석능력 

•원격 POS System 매출관리 

•점포환경(경쟁상황)조사와 대책수립 

•점포상황(점포연출)체크,지도 

•전사적인 마케팅 프로모션 운영 

•매장운영의 간편화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브랜드인지도 향상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한 전국상권분석 

•점포의 주변경쟁업소 분석 

•접근성,가시성,경제성등 고려한 점포브리핑 

• 매출증대!  경쟁력 상승! 

쿡스탑 운영시스템 



쿡스탑 opening cost 

 Opening Cost (반찬스토어점) 
      

< 단위 : 만원 > 

구   분 33㎡(10평기준) 내용 

가맹비 
 
                       500  한시적 면제 

교육비                      300  교육및 오픈지원 9일 [본사 기본교육 5일,  오픈지원 3일] 

인테리어                    1,600  
목공사(카운터/선반/수납장..),바닥타일,조명공사, 

조명공사,주방설비공사,도장공사,음향공사등 (평당 160만원)  

간판                      400  
외부전면LED잔넬메인간판(3M, 바 포함) 

내부사인,실사 출력물,썬팅(전면창에 한함) 

장비류                   1,700  
냉장고,냉동고,냉장쇼케이스(3대),냉동쇼케이스,테이블냉장고,튀김기, 

핫푸드워머(즉석식품용),간덱기,작업대,선반 

주방집기및 POS                     400  주방집기,POS시스템,라벨출력기,전자저울,포장기기 

디스플레이                     200  액자,배너,POP물,유니폼,명함등 

예상투자비용               4,600  VAT별도, 물류보증금 보증보험대체, 월로열티 20만원 

Option   의탁자, 커피장비, 빙수기, 추가 냉장쇼케이스 

별도공사 
  냉난방기, 전기증설, 어닝, 테라스공사,가스공사,화장실공사, 외부파사드, 순간온수기, 철거공사,  
  자동도어, 샷시공사, 폴딩도어, 지방공사비용(수도권제외) 
    ※ 별도공사 내역은 필수내역은 아니며, 점포 확정시,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임 



쿡스탑 opening cost 

 Opening Cost (푸드&반찬스토어점) 
      

< 단위 : 만원 > 

구   분 42.9㎡(13평기준) 내용 

가맹비 
 
                       500  한시적 면제 

교육비                      300  교육및 오픈지원 9일 [본사 기본교육 5일,  오픈지원 3일] 

인테리어                    2,080  
목공사(카운터/선반/수납장..),바닥타일,조명공사, 

조명공사,주방설비공사,도장공사,음향공사등 (평당 160만원)  

간판                      400  
외부전면LED잔넬메인간판(3M, 바 포함) 

내부사인,실사 출력물,썬팅(전면창에 한함) 

장비류                   1,900  
냉장고,냉동고,냉장쇼케이스(3대),냉동쇼케이스,테이블냉장고,튀김기, 

핫푸드워머(즉석식품용),간덱기,작업대,선반 

주방집기및 POS                     600  주방집기,POS시스템,라벨출력기,전자저울,포장기기 

디스플레이                     250  액자,배너,POP물,유니폼,명함등 

예상투자비용               5,530  VAT별도, 물류보증금 보증보험대체, 월로열티 20만원 

Option   의탁자, 커피장비, 빙수기, 추가 냉장쇼케이스 

별도공사 
  냉난방기, 전기증설, 어닝, 테라스공사,가스공사,화장실공사, 외부파사드, 순간온수기, 철거공사, 자동도어,  
  샷시공사, 폴딩도어, 지방공사비용(수도권제외) 
    ※ 별도공사 내역은 필수내역은 아니며, 점포 확정시,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임 



쿡스탑 예상수익 시뮬레이션 
 ※ 점주1인 인건비 포함, 점포의 주변 상황 및 점주운영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순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