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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전문가 그룹
FRANCHISE EXPERT GROUP

킹스꼬마김밥은 분식업 성공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기존 분식업과 달리 고유의 컨셉과 노하우 그리고
트렌디한 감성을 가진 꼬마김밥 전문 브랜드입니다.
두터운 경험을 통해 완성된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화된 전략 그리고 고객에게 인정받는 뛰어난 맛과
경영 노하우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성공
창업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브랜드 파워 킹스꼬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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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Point 01

킹스만의 프리미엄 식자재

최고의 맛과 일관적인 맛을 위해 까다롭게 관리

킹스꼬마김밥 프리미엄 식자재

365일 신선한 재료만 사용
킹스 맞춤형 김 개발
25년 노하우로 구워낸 프리미엄 김
서해안에서 직접 선별, 구입한 원초로 만든 프리미엄 김을
직접 짜낸 참기름 + 들기름 + 옥배유를 혼합한 특제 기름을 발라
한장 한장 얇고 바삭하게 구워낸 김

킹스 프리미엄 햅쌀 사용
윤기있는 고급 햅쌀
저가 쌀 사용이 아닌 최고급 프리미엄
햅쌀 사용. 영양분이 뛰어난
반질반질 광택이 흐르는 품질 좋은 쌀을 선별

킹스 맞춤형 고급 기름 개발
국내서 구입하기 힘든 고소한 고급 기름
정밀 여과 방식을 적용해 맑고 깨끗한 기름을 개발
깊은 고소함으로 맛의 풍미를 더함
국내 최초로 와사비 고급 원급 기름 사용하여 새로운 맛과 향을 추구

킹스 맞춤형 단무지 개발
식감이 뛰어난 싱싱한 단무지
국내 신선한 무를 사용하여 최적의 염분 농도를 유지했으며
충분한 숙성 기간을 거쳐 뛰어난 식감을 지닌 단무지
킹스꼬마김밥 사이즈에 맞게 특별 제작

킹스 맞춤형 소스 개발
킹스 맞춤형 소스 개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정신으로 수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특제 소스를 개발하여
킹스만의 쫄면, 떡볶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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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Point 02

킹스만의 성공 경쟁력

성공과 믿음,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

킹스꼬마김밥 아이템 경쟁력

최상의 안정성! 찬란한 비전!

소자본 창업 아이템

분식업의 신개념 아이템

Starting Biz on Competitive Budget

New Concept of Snack Business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
최소 비용으로 합리적인 창업이 가능하며 타사 대비
경쟁력있는 창업 비용
•최소 인원 운영 가능
간편한 메뉴, 무인자동화 기기 개발 적용
•좁은 공간에서 창업 가능
Take-Out 및 Delivery 중심 전략적 시장 접근

•동네 분식업 수준의 한계를 벗어난 신개념 분식업
모던한 인테리어, 주문, 제작 시스템의 차별화로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 가치 부여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낮은 원가율
맞춤형 라이스시트기, 야채절단기, 키오스크 도입으로
최소 인원으로 운영 가능

메뉴 최소 아이템

안정적인 아이템

Minimize the Menu for Profitability

Stability Item for Sales

•메뉴가 많으면 독이다
꼬마김밥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 집중
•선택과 집중
Main Menu에 집중하여 균일한 품질, 쉬운 작업을 구현

•타겟 구매층이 골고루 분포되어 남녀노소의 구분없는
구매 및 재구매율 향상
•전문적인 상권분석의 노하우에 따른 신뢰성 확보와 영업
보호를 통한 안정적 운영 보장

초보자 가능 아이템

인건비 최소 아이템

Easy for the Beginner

Minimize the Labor Cost

•자영업이나 요식업이 처음인 사람도 창업 가능
체계적인 본사 매뉴얼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메뉴 간소화와 체계적인 교육에 따른 쉬운 작업과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쉬운 운영

•최소 인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시스템
•누구나 쉽게 작업할 수 있어 종업원 관리가 쉬움

중독성이 강한 아이템

메뉴 안전성 아이템

Re-purchasable Item

Reliability of Food

•메인 메뉴에 특화된 김, 소스, 오일을 사용하여
최상의 맛과 맛의 일관성 구현
•가성비에 따른 재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고
단체 주문으로 매출 향상 기대

•주문 후 즉석으로 조리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아이템
•재고가 남지 않은 구조로 안정적이고 쉬운 식자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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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Point 03

킹스꼬마김밥 성공 전략

성공과 믿음,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

킹스꼬마김밥 성공전략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성공 노하우
성공의 핵심

킹스꼬마김밥의 자존심

최고의 가성비

최고의 맛

The Best Cost Efficiency

The Best-Taste

•경쟁력 있는 가격

•검증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맛

6줄 : 3.000원 / 10줄 : 5,000원 / 20줄 : 10,000원
•본사 식자재 개발 / 생산 능력 / 자체물류 운영

•자극적이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킹스만의
독보적인 맛

고객만족, 가맹점 만족, 본사 만족
(WIN-WIN-WIN 경영과 상생)

지속적 성공의 이유

만족도 최상

맛의 일관성

빠른 고객대응

Consistency In The Taste

Quick Customer Response

•킹스 메뉴얼에 의한 통일된 재료와 간소화된 조리법

•현대 사회에서 고객의 기다림은 경제적 손실

•메뉴 간소화와 전문적인 메뉴 집중

•매뉴얼 / 메뉴 간소화에 따른 조리시간 단축

•변함없는 맛과 고품질 유지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노하우 축적

발상의 전환

성공적인 창업

Take-Out 전문점

체계적인 시스템

Take-Out Shop

Systematic Food System

•매출의 80%를 Take-Out 최적화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가맹점 운영

•좁은 매장에서 최상의 매출을 올리는 비결

•가공, 포장, 조리의 모든 부분에 녹아있는 전문가의 노하우

•홀영업으로 인한 Loss를 줄이고 서비스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을 위한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재고관리 최상

매장 크기

최적의 재고관리

Store Size

Inventory Control

•좁은 공간에서 최상의 매출 달성 가능한 시스템

•가맹점 본사간 유기적인 재고관리 시스템

•매장이 크면 원가 상승의 원인이며 관리의 어려움

•즉석에서 만들어 재고 부담이 적고 수익율 향상
•메뉴가 적어 식자재 관리가 쉽고 재고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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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Point 04

킹스꼬마김밥 핵심 노하우
메뉴가 많으면 독이다!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가능성

킹스꼬마김밥 핵심 노하우
메뉴가 많으면 독이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1가지 전문 메뉴로 최대 매출을 이끌어내는 전략과 노하우

타
프렌차이즈

손익
분기점

맛�
일관성 �
전문성 �

품질 �
매출 �
효율성 �

단가 �
편차 �
조리시간 �

인건비 �
재고 �
준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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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 오리지널

계란ㅣ당근ㅣ단무지

킹스 땡초

땡초ㅣ계란 ㅣ단무지

킹스 불고기

불고기ㅣ당근 ㅣ단무지

킹스꼬마김밥의 자존심

최고의 맛

킹스꼬마김밥의 최적의 온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
4℃

4~8℃

14℃

65℃

탄산음료

요구르트

킹스꼬마김밥

스테이크

물의 밀도가
가장 큰 온도

유지방이 분리돼 사각거리고
온도가 오르면 산도가 높아져
시고 텁텁한 맛이 강하기 때문

밥알이 굳지않아 식감을 높이고
김의 맛과 향을
최상으로 느낄 수 있음

너무 뜨거우면 육즙이 날아가고
너무 낮으면 고기가 질김

킹스꼬마김밥은
"최고의 맛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한다."는
맛의 철학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선한 재료와 최적의 온도에서
정성을 다해 요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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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가 자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가맹점과 동반 성장 그리고 성공까지!
킹스꼬마김밥은 모든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 & 물류 시스템

맛 & 맛의 일관성

•최고 품질의 식자재를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구매
•가맹점의 이익을 우선 순위로 하는 가격 결정 시스템
•전문적 유통망을 통한 선진물류 시스템 구축

•최고의 맛을 위한 킹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최고의 맛과 그 맛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 슈퍼바이저

전략 & 메뉴 개발

•초보자도 가맹점을 운영관리 가능 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및 메뉴얼 제공
•가맹점 오픈 전, 후 정기 수시 교육을 실시
•슈퍼바이저의 체계적인 가맹점 운영 관리

•원가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시대적 흐름에 맞는 메뉴 개발과 안정적 매출 창출
•Operation이 적은 메뉴 개발에 집중

연구 개발 & 자동화 시스템

종합평가 & 지속적 지원

•프리미엄 식자재 개발 및 공동구매로 경쟁력 확보
•음식맛의 표준화, 위생적인 포장, 가맹점 영업 편의
•최적의 ERP 관리, 가맹점 본사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가맹점 등급을 나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부관리
•매출 저조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집중 관리
•가맹점 동반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끝없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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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꼬마김밥 개설과정

식문화를 선도하는
블루오션 성공 창업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맹 계약 후 매장 오픈까지 소요시간은 약 4주 정도입니다.
(매장 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가맹점 문의

개별 상담

상권 분석

가맹점 계약

•전화 및 홈페이지 접수
•영업지역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사업설명
•투자수익성 분석
•희망자격 선정
•가맹계약서 제공

•입점후보지 상권분석
•경쟁업체분석
•입점여부판
•점포 선정 (전기, 인허가)

•매장 계약
•가맹계약 체결
•가맹비 납입

"김밥이 별 거 있어?" "분식은 평범해. 성공할 수 있겠어?"
STEP 05

STEP 06

STEP 07

STEP 08

인테리어

창업교육

OPEN

사후관리

•인테리어 실측 및 설계
•공사 진행 점검 및 감리
•각종 인허가 업무

•주방조리교육
•경영/서비스교육
•매장관리교육
•초도물품 입고

•그랜드오픈
•오픈개점행사
•홍보마케팅지원

•지속적인 가맹점 체크
•S.V 관리
•지속적인 매출관리

합리적인 창업비용
초기 창업비용을 낮추기 위한 킹스꼬마김밥의 노력
창업을 고민중이시라면 킹스꼬마김밥이 예비 창업자님과 고민을 함께합니다.
(단위:만원/부가세별도)

리스트

킹스의 맛과 열정이 김밥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비고
로열티 1%

가맹비

•킹스꼬마김밥 상표권 부여
•경영 Know-How"

400

가맹계약
이행보증금

•가맹계약에 대한 보증금 (해지시 100% 환불)

100

교육비

•가맹점 경영, 점주님 관리교육, 수퍼바이저 파견
•레시피 제공, 메뉴 조리실습"

200

주방기물

•조리대, 싱크대, 냉장고, 가스렌지, 주방용품

820

초도물품비용

•오픈시 판매하기위한 식자재 및 포장용기

150

키오스크

•키오스크 설치, 신용카드 단말기, 주방 프린터

80

세련되고 캐주얼한 컨셉, 중독성있는 깊은 맛
그리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새로운 분식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공급가

합계
인테리어

•기본 인테리어 공사, 가구, 전기, 조명, 주방, 상하수도

별도공사

•철거공사, 전기증설, 냉난방기, 소방설비, 화장실, 가스설치, 간판, 어닝

※ 점포의 구조형태 및 지역별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키오스크 월 납입

1,750
견적 및 자체시공가능

자체시공일 경우 감리비
(감리비 1평당 30만원)
점주준비품목 :
전화기, 정수기, 쓰레기통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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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MANAGEMENT

초보창업자 최적의 프랜차이즈

안정적인 운영

간단한 메뉴 ㅣ 간편한 OPERATION ㅣ 쉬운 관리 ㅣ 낮은 재고 부담

경쟁력 강화 ㅣ 저비용 투자 ㅣ 성공 창업

•킹스꼬마김밥은 최소 메뉴로 영업에만 집중하는 초보창업자 최적의 프랜차이즈 입니다.

•프랜차이즈 기본 원칙과 새로운 고객 니즈에 대처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에 집중
•가맹점 품질 평준화, 생산성 향상, 서비스 향상 그리고 사업 효율성 추구

맞춤화
Customization

표준화

전문화

Standardization

Specialization

단순화
Simplification

고객 니즈에 따른 맞춤 전략화로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다가서는 킹스꼬마김밥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정기적인 검토, 협의, 개선, 결과를 도출)

22 23

SUCCESS POINT

창업 성공 포인트
최소 메뉴 성공 창업
대표 메뉴 꼬마김밥으로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쉬운 오퍼레이션으로 누구나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성공 프랜차이즈입니다.

최소 인원 운영 가능
인건비 절약을 위해 키오스크, 라이스 시트기, 당근 절단기
도입으로 최소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초보 창업이
가능합니다.

간편 조리 시스템
준비 시간을 줄이고 장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리가 간단하게 원팩시스템을 적용하여 초보자도
손쉽게 운영할 수 있으며 노동강도가 최소화되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합니다.

Take-Out 및 배달 서비스
좁은 공간에서 최소한의 매장내 영업과
매출의 대부분을 Take-Out으로 이끌어내어 매출의 극대화를
이끌어내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 Group

좁은 매장에서 최상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전문가 Group
꼬마김밥 전문점 ㅣ 색다른 분식업 ㅣ KINGS GIMBAP LAB
가맹점 동반성장 ㅣ 자동화 SYSTEM ㅣ 나눔과 사회공헌

창업문의

1800-7839

호남지사

062-714-2223

www.kings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