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 제안서

수제 전문 비스트로 레스토랑 윙스버거

창업 및 상담신청
010-8264-0405
010-2440-3021
윙스버거란?

"제대로 된 샵인샵 배달전문점 창업으로
매출&수익을 상승시켜 드립니다"
날개 달린 듯 치솟는 맛의 향연.
날개 돋힌 듯 치솟는 매출.
우후죽순 늘어나는 샵인샵 브랜드들 가운데,
단순한 ‘부가수익＇뿐만 아니라 ‘주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윙스버거”는 유일한 메뉴이자 브랜드 입니다.
하늘로 솟는 맛을 손님들께 선사하여
넘치는 배달과 매출로 성공하십시오!
이미 6개의 직영점을 갖추고 있는 ‘검증된’ 윙스버거!
100% 우목심 패티의 깊은 맛과
이와 완벽히 어우러지는 특제 ‘윙’소스 시리즈,
프랑스 고급 수제버거에 쓰이는 ‘브리오슈번’으로
완성된 수제 프리미엄 버거를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버거 ‘윙스버거’로
안정된 주문량과 매출과 수익의 ‘상승’을 느껴보십시오.

맛있는 ‘빵’
보통 빵이 아닌,
브리오슈번으로 만든 특별한 버거
브리오슈번이란?
버터, 계란, 우유를 일반빵의 2배 이상
넣어 부드럽고 촉촉한 것이 특징!
※프랑스 정통 수제버거에 사용

다양한 ‘소스’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윙스버거 특제 ‘윙’소스 시리즈!
최고의 버거 맛을 위해
직접 만든 ‘윙’소스를 사용해
일반 햄버거, 수제버거와는 차원이
다른 맛을 고객에게 선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 윙스버거 인가?

브리오슈 번, 100%우육 패티,
특제 소스로 날개를 달다.

신선한 ‘패티’
많은 버거 패티는 소고기양을
줄이고 다양한 첨가물을 늘려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윙스버거는 이런 폐단을 멈추고
진정한 버거의 맛을 살리기 위해

100% 우목심만을 사용하여,
순수한 ‘소고기 패티’를
고객에게 맛 보이실 수 있습니다.

햄버거의 맛은 맛있는 ‘빵’, 신선한 ‘패티’, 다양한 ‘소스’로 결정됩니다.

소비자 리뷰

고객님들의 솔직한 리뷰!

윙스버거만의 매력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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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은 판매 시간

검증된 맛

간소한 주방집기

다른 음식은 식사시간·심야시간 등
판매가능시간이 고정되어 있지만,

햄버거의 맛을 좌우하는

만능 슈퍼 푸드 ‘윙스버거’는
점심, 저녁, 야식까지 선호되는
메뉴로, 꾸준한 매출증대를

빵,패티,소스 의 차별화로
이미 검증된 맛을 판매
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방집기로
다양하고 맛있는 햄버거와 셋트를
조리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노릴 수 있습니다!

4

5

높은 객단가

손쉬운 조리

버거만 먹는 고객은 없습니다.

다양한 셋트메뉴의 구성으로
평균 객단가가 높게 형성됩니다!

준비된 재료로 ‘조리’하고,
버거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배달이 가능합니다.

주문수 대비 높은 매출을 누리실 수
있는 날개 돋힌 브랜드입니다!

쉽고 빠른 조리로
빠르게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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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교육

검증된 매출

제한 없는 상권

쉬운 조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을 향한 든든한 지원을 위해

이미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오피스·학교상권 등
메뉴별 상권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총 2번의 교육을 진행!
장사 진행에 불안함이
없도록 완벽히 케어 해드립니다.
※동종업계 대비 저렴한 교육비

2개 지점의 매출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해드립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매출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운영하십시오.

윙스버거는 상권 선택이 필요없는
모든 상권에서 적합한
최적의 메뉴 및 브랜드입니다.

윙스버거 Shop In Shop?
기존에 식당 매장을 사용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한 개의 주방으로 여러 개의 브랜드를 런칭하시는 업태를 말합니다.
쉬지 않는 주방으로, 무한대의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무한수익의 시작, 윙스버거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절차
정보공개서수령 및
가맹계약서 작성

윙스버거
제안서 및 단가표 확인

조리 및 마케팅 교육

상권 및 마케팅 분석

초도물품 구매

배달어플등록

가맹문의
프리미엄 수제버거 배달!

지금 윙스버거와 함께
날개 돋힌 수익증대를 누리세요!
창업 및 상담신청
010-8264-0405
010-2440-3021
※선착순 독점계약!
점주님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행정구역별당 1~2개의 가맹점만 계약합니다.

윙스버거 영업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