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젤라뚜또 브랜드 소개서



브랜드 소개

젤라뚜또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매일 즉석에서 신선한 젤라또를

만들고 있습니다.

Hand Craft Gelato
즉석에서 만드는 수제 젤라또



브랜드 소개



브랜드 소개- GX 머신의 효과

젤라또 제조에 최적화된 GX 머신을 사용합니다.

GX 머신은 단 1기 만으로 제조, 보관, 전시 모든 과정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소개- GX 머신의 사양

GX 2 GX 4 GX 8

모델명 GX2 GX4 GX6 GX8 칠러 (물순환기) 쇼케이스-GX4 쇼케이스-GX6 쇼케이스-GX8

1회 생산량 (kg) 2.5(x2) 2.5(x4) 2.5(x6) 2.5(x8) . . . .

전기 사양 220V_60Hz/2.6Kw 220V_60Hz/4.5Kw 380V_60Hz_3P+N/4.5Kw 380V_60Hz_3P+N/4.5Kw 220V/4.5Kw 220V/1Kw 220V/1Kw 220V/1Kw

냉각방식 Water/Air Water/Air Water Water 공랭식 . . .

중량(Kg) 180/186 346/358 415 545 150 . . .

사이즈(W*D*H) 676*760*925 1316*760*925 1145*942*925 1461*942*925 1262*710*885 1380*860*910 1210*1040*910 1530*1040*910

공급가액
(단위:원, 부가세별도)

14,000,000 24,000,000 32,000,000 40,000,000 4,000,000 1,150,000 1,1500,000 1,2000,000

GX 6 전면 쇼케이스 가구 제작 사양



메뉴 – Gelato

3,500원 4,500원



메뉴 – Gelato 맛의 종류

24종 이상의 젤라또 맛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제철 과일, 열대 과일을 이용한 맛도 판매 가능합니다.



메뉴 – Baverage (Gelato 활용 메뉴)

젤라또 스무디~ 젤라치노!

부드럽고 쫀득한 젤라또와 얼음을 함께 갈아 넣어 만든 시원한 스무디 음료입니다. 



메뉴 – Baverage (Gelato 활용 메뉴)

바닐라 카페 플롯트

녹차 카페 플롯트

티라미수 카페 플롯트

초코넛 카페 플롯트

초콜렛 카페 플롯트

헤이즐넛 카페 플롯트

카페 플롯트

커피의 바디감과 젤라또의 부드러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커피 음료입니다.



메뉴 – Baverage (Gelato 활용 메뉴)

아포가토

진한 에스프레소와 부드러운 젤라또의 맛남~!

바닐라 아포가토 초콜렛 아포가토 헤이즐넛 아포가토

초코넛 아포가토 녹차 아포가토 티라미수 아포가토



메뉴 - SIDE AND, SET MENU

크로와상 와플 젤라또

초코 누텔라 젤라또 빙수 녹차 젤라또 빙수 인절미 젤라또 빙수

크로와상 와플 젤라또 커피세트

젤라또 빙수

단품



메뉴 - Coffee

젤라뚜또의 커피는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스페셜티 등급의 생두를 사용하여 최적의 배합비로 블렌딩한 커피입니다.

부드러운 커피향과 풍부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젤라뚜또 전체 메뉴

* 음료메뉴 구성 및 가격은 점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이미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영 현황

- 신세계 입점

-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점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점 - 신세계 의정부점 신세계 마산점



운영 현황

- 양산 라피에스타점- 롯데몰 은평점 - 홈플러스 서부산점



운영 현황

콘 쇼케이스 적용 매장

- 젤라뚜또 샵 인 샵 (Shop in Shop)

강릉 순두부 젤라또



매장 인테리어 컨셉



오픈 비용

구 분 테이크 아웃(5평) 로드샵(10평) 로드샵(20평) 비고

가맹비 700 700 700

교육비 300 300 300

집기 / 장비 약5,000 약5,000 약5,000 GX8구 기준

기본인테리어 약1,000 평당220 평당180

간판 / 싸인물

간판 LED 잔넬, 의/탁자 고급 사양 시 추가

현장 실측 후

도면 및 견적

협의 후 완료가구공사

초도물품 약300 약500 약700

물품보증금 300 300 300

합계 약7,600 약9,000 약10,600

▶ 추가공사는 별도(냉난방, 급배수, 전기증설, 철거, 자동문 등) 입니다.

(단위: 만원,vat 별도)



가맹점 개설 절차

성공적인 오픈을 위하여 상권분석, 인테리어시공, 교육을 포함 약 3주 기간이 소요됩니다. (10평 기준)

인테리어 시공
실측 후 도면 협의 완료 후 진행

공사기간 약2주(10평기준)

가맹문의
본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031-8017-7012)

접수 및 담당자
상담진행

후보지 선정 및 상권분석 본사 개설 승인

각종 인허가 및 증명서 발급 본사 또는 현장 교육 가맹 계약 체결 점포 임대차 계약

카드 승인 및 오픈 준비
GRAND OPEN



참고영상

Hand Craft Gelato
즉석에서 만드는 수제 젤라또

유튜브 사이트에서‘젤라뚜또 소개 영상’으로 검색해주세요.

https://youtu.be/cTdzwgWrfjM

https://youtu.be/cTdzwgWrfjM
https://youtu.be/cTdzwgWrfjM
https://youtu.be/cTdzwgWrfjM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elatutto.com /  메일문의: sonbs@gustocoffee.co.kr /  전화문의: 031.8017.7012

http://www.gelatutto.com/
mailto:sonbs@gustocoffe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