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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Nhà hàng Việt Hoàng là 
một nhà hàng địa phương 
ngoài trời kiểu Việt Nam.
Đó là khuyến khích để 
thưởng thức với bia. Cảm 
nhận địa phương Việt 
Nam trong cửa hàng. 
Chúng tôi sẽ thưởng cho 
bạn với giá cả hợp lý và 
thực đơn chất lượng cao.

Nhà hàng Việt Nam
được giới thiệu với
báo chí Việt Nam.

Báo chí Việt Nam

Bạn có thể thưởng thức món ăn đường phố Việt Nam tại nhà hàng Nosang Việt Nam

Menu báoNhà hàng đường phố việt nam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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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천
노상�스타일

늘상
노상�방문하는

누구나�생각만�하던�베트남�현지�노천식당과�야시장
베트남노상식당이�실천했고�그래서�성공했습니다.

한국에�이런�게�생기면�대박�날�텐데!!



브랜드�스토리

chuyEn quán ăn
Brnad Story

베트남�현지�유력�언론�연속�보도

· 분위기는�현지보다�더�현지스럽게 !
맛과�메뉴는�한국인이�가장�좋아할�수�있도록 !

· 값비싼�이벤트�레스토랑? NO
캐주얼하게�식사도�술도�즐기는�현지식�로컬�식당

· 소자본, 창업�비용�절감, 리모델링? All OK
멋지고�세련되고�저렴하게

�호점
쌀국수�격전지�연남동에서�시작

전국�가맹점 OPEN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영남, 호남, 강원 



chuyEn đO ăn
Menu Story

01.  전문�조리사�없이도�구현�가능한�뛰어난�음식�맛
그만큼�본사가�노력했습니다. 직접�드셔보세요.

02.  다시�한번�강조하는�뛰어난�음식�맛
비교해�보세요. 그러려면�직접�드셔보세요.

03.  식사가�강하다. 술도�강하다. 그래서�가장�대중적이다!
식사와�술이�함께하는�가장�보편적인�한국의�식당문화,
그래서�베트남노상식당은�노상�방문할�수�있는�대중적인�현지식�로컬�식당입니다.

04.  좋은�비즈니스�외식�메뉴란?  “쉽고�빠르고�맛있게”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그만큼�본사가�노력했습니다. 
본사�담당자와�함께�많은�메뉴를�직접�시식해�보세요.

메뉴�스토리

베트남노상식당�메뉴�조리�난이도

5단계: 김밥

4단계: 잡채

3단계: 떡볶이

베트남노상식당의�메뉴�조리�난이도는 1단계 ~ 3단계�수준 입니다.

( 기준: 본사�자체�조리공정�평가 )

2단계: 라면

1단계: 계란�프라이



Noodle

치킨�레드퐁커리
바삭한�닭튀김에�레드커리를�부어�먹는�요리

Gà rán cà ri đỏ
14.900

C3.

공심채�볶음
공심채를�볶은�베트남�전통�볶음�요리

Xào rau muống
6.900

C4.

C. 요리

món ăn Diches

PhO

*면�추가�불가�메뉴

A. 누들�요리

똠얌꿍�쌀국수
Phở tom yamA4.

매운�모듬�쌀국수
베트남�후에(Huế) 지방�스타일의�얼큰하고
시원한�맛의�매운�모듬�쌀국수

베트남�후에(Huế) 지방�스타일의�얼큰하고
시원한�맛의�매운�쌀국수

Phở bò Huế
7.900

8.900

A2.
노상�프리미엄�쌀국수

양지와�우삼겹, 피쉬볼이�듬뿍�들어있어�진한�고기�맛을  느낄�수�있는�프리미엄�쌀국수

Phở cao cấp 7.500A1. 매운�쌀국수 6.900
Phở bò HuếA3.

상큼한�특제�소스를�야채와�고기, 면과�비벼
먹는�베트남�하노이의�대표�비빔�쌀국수

하노이�분보남보 7.900
Bún bò Nam BộA7.

노상�팟타이
담백한�맛이�일품인�태국식�대표�볶음�쌀국수
(재료로�땅콩이�들어갑니다)

세계 3대�국물�요리�똠얌꿍을�베이스로
하는�대표적인�태국식�미식�쌀국수

Mỳ xào Thái Lan
7.900

A5.
돼지구이와�채소, 쌀국수를�새콤한�베트남�전통
소스에�적셔먹는�대표�요리

분짜 9.900
Bún chảA6.

베트남�샌드위치�플레이트
버터브레드 3pcs + BBQ + 호치민�새우�크로켓 + 샐러드 + 감자�튀김 + 시그니처�소스
구성의�베트남�샌드위치 ‘반미’를�재구성한�플레이트

12.900

Bánh mìC1.

Gỏi cuốnC2.
월남쌈
BBQ, 새우, 야채, 과일�등�풍성한�재료들을�동남아식�소스와�함께

라이스페이퍼에�싸먹는�베트남�대표�음식

19.900

2.000버터브레드 �pcs 추가Ade.

2.000
｜

라이스페이퍼�추가
5.000 5.000야채 Set 추가 고기 & 새우 & 맛살�추가
Ade.

Các bạn hãy thưởng thức các món ăn đặc biệt của Đông Nam Á như bản xứ ở Việt Nam
1.000면�추가Ade.

(계절메뉴)
Hãy tận hưởng các món ăn đa dạng ở Đông Nam Á như những món ăn ở nơi người Việt Nam

Noodle

치킨�레드퐁커리
바삭한�닭튀김에�레드커리를�부어�먹는�요리

Gà rán cà ri đỏC3.

공심채�볶음
공심채를�볶은�베트남�전통�볶음�요리

Xào rau muốngC4.

C. 요리

món ăn Diches

PhO

*면�추가�불가�메뉴

A. 누들�요리

똠얌꿍�쌀국수
Phở tom yamA4.

매운�모듬�쌀국수
베트남�후에(Huế) 지방�스타일의�얼큰하고
시원한�맛의�매운�모듬�쌀국수

베트남�후에(Huế) 지방�스타일의�얼큰하고
시원한�맛의�매운�쌀국수

Phở bò Huế
7.900

8.900

A2.
노상�프리미엄�쌀국수

양지와�우삼겹, 피쉬볼이�듬뿍�들어있어�진한�고기�맛을  느낄�수�있는�프리미엄�쌀국수

Phở cao cấp 7.500A1. 매운�쌀국수 6.900
Phở bò HuếA3.

상큼한�특제�소스를�야채와�고기, 면과�비벼
먹는�베트남�하노이의�대표�비빔�쌀국수

하노이�분보남보 7.900
Bún bò Nam BộA7.

노상�팟타이
담백한�맛이�일품인�태국식�대표�볶음�쌀국수
(재료로�땅콩이�들어갑니다)

세계 3대�국물�요리�똠얌꿍을�베이스로
하는�대표적인�태국식�미식�쌀국수

Mỳ xào Thái Lan
7.900

A5.
돼지구이와�채소, 쌀국수를�새콤한�베트남�전통
소스에�적셔먹는�대표�요리

분짜 9.900
Bún chảA6.

베트남�샌드위치�플레이트
버터브레드 3pcs + BBQ + 호치민�새우�크로켓 + 샐러드 + 감자�튀김 + 시그니처�소스
구성의�베트남�샌드위치 ‘반미’를�재구성한�플레이트

12.900

Bánh mìC1.

Gỏi cuốnC2.
월남쌈
BBQ, 새우, 야채, 과일�등�풍성한�재료들을�동남아식�소스와�함께

라이스페이퍼에�싸먹는�베트남�대표�음식

19.900

2.000버터브레드 �pcs 추가Ade.

2.000
｜

라이스페이퍼�추가
5.000 5.000야채 Set 추가 고기 & 새우 & 맛살�추가
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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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튀김 & 샐러드�요리

호치민�새우�크로켓
Bánh rán tôm

4pcs  7.900
크랩�크로켓
꽃게살이�듬뿍�들어간�크랩�크로켓 새우와�야채가�들어간�베트남식�튀김�만두

Bánh rán cua
7.900

D2.
짜조 4.500

Chả giòD3.

동남아�특제�소스를�곁들인�샐러드�요리
노상�샐러드 6.900

Món sa látD6.

món chiên & sa lát

부드럽고�쫄깃한�돼지고기�튀김

Rán thịt heo
5.900

짭짤하게�양념된�닭봉�튀김
노상�닭튀김 �pcs 1.500

Gà ránD5.

B. 라이스�요리

Cơm rang Inđônêsia

베트남 BBQ 라이스
Phở 와�더불어�가장�대중적인�베트남의
라이스�메뉴

크리미한�베트남노상식당�특제�옐로커리가
올라간�리치한�풍미의�커리�덮밥

Cơm sườn
6.9006.900

B2.
퐁커리�덮밥 6.900

Cơm cà ri vàngB3.

청양고추와�소고기, 특제�소스로�볶은�밥
노상�소고기�볶음밥 6.900

Cơm rang bòB6.

cóm chín

매콤하고�달짝지근한�태국식�레드커리에
바삭하게�튀겨진�새우튀김을�올린�덮밥

세계에서�가장�맛있는�음식 2위에�선정된
인도네시아식�볶음밥

Cơm cà ri đỏ
7.900

달콤한�파인애플을�넣고�볶아�담백하고
달콤한�볶음밥

파인애플�볶음밥 6.900
Cơm rang dứaB5.

Rice

근위튀김�볶음
Xào mề gàE1.

9.900
닭똥집을�튀겨내�동남아�특제�소스와�땡초를
넣어�볶아낸�매콤하고�쫄깃한�식감의�요리

돼지고기�칠리�볶음
Xào thịt heo cayE3.

10.900
돼지고기를�특제�칠리�양념으로�볶아낸
매운�볶음�요리

푸팟퐁커리
Cà ri cua Thái LanE4.

9.900
리치한�풍미의�옐로커리와�베이비크랩이
어우러진�요리

가맹문의  1577 . 9893
www.nosangsikdang.com

1.000공기밥�추가Ade.

닭발�마늘�볶음
Xào tỏi chân gàE2.

12.500
뼈�없는�닭발을�통마늘과�동남아�특제
매운�양념으로�볶아낸�매콤한�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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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et ke Design Contents

디자인�컨텐츠

베트남노상식당은�브랜드�고유의 Tone & Manner 를�유지하기�위해
모든�비주얼, 디자인�콘텐츠를�본사에서�직접�기획·개발합니다.

01.  메뉴판

02.  포스터



디자인�컨텐츠

05.  인테리어 �D

03.  X 배너 04.  유니폼



thiet ke quán ăn
Store Design

매장�인테리어

“매장도�사람처럼�어울리는�옷은�저마다�다릅니다＂
당신의�매장�포기하지�마세요

베트남노상식당의�매장도�모두�다릅니다.
브랜드�고유의�정체성과�상권, 고객�군, 매장�환경�등�입점�점포의�컨디션을�고려하여
맞춤�디자인을�제공합니다. 

· 매장�외부�전경



매장�인테리어

고객이�원하는�베트남�감성은�따로�있다.
현지보다�더욱�현지�같은�감성�베트남노상식당!

이렇게까지�노력하니�잘�될�수밖에

비싼�매장이�멋지다? NO,
더�고민하고�노력한�매장이�예쁩니다!

· 매장�내부�인테리어



su thành công
Success Story

성공�스토리

좋은�점주도�잘�만든�브랜드를�만나야, 잘�만든�브랜드도�좋은�점주를�만나야�합니다.
자본이�많으면�유리하지만�소자본도�차별화를�이루면�더욱�유리합니다.

베트남노상식당�전국에서�증명했다!!

베트남노상식당의�많은�가맹점들은�무권리, 공실, 리모델링�매장들입니다.
*상담�후�본사�점포개발�담당자에게�의뢰�가능

격전지에서�성공, 골목까지�바꾸다!
유명�동남아�음식점들의�격전지, 서울�연남동�주차장�뒤편 C급�입지
에서�성공신화가�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노상식당�성공�이후
아무것도�없는�골목이�에스닉�음식점들의�골목으로�변모하였습니다.

· 연남점

프랜차이즈�브랜드가
이렇게까지�기획한다고?
2015년�가양동�주택가�이면�버려진�폐공장을�멋지게�기획하여
리모델링에�성공, 이제는�지역�명소가�된�초대박�매장으로�성장
했습니다. 이곳에는�유명�디자이너도, 셰프도�없습니다.
처음부터�지금까지�오직�베트남노상식당이�함께�했습니다

· 가양역점



성공�스토리

간판�하나�바꿨을�뿐인데
세종시에�위치한�대형마트 內 한�음식점은�베트남노상식당으로
간판을�바꿔�리모델링하였고, 꾸준하게�높은�매출을�올리며
성공�가도를�달리고�있습니다.

· 이마트세종점

잘�만든�브랜드와�좋은�점주님
합쳐지니�시너지�폭발
베트남노상식당�가맹점�근무자였던�점주님은�브랜드의�강점을
느끼고�방화역점을�오픈하였고�폭발적인�매출을�이어오고�있습니다.
좋은�브랜드와�좋은�점주가�만나면�시너지는�배가�됩니다.

· 방화역점

지방�소도시�세차장�리모델링�성공�매장,
가족분도�우수하게�추가�운영�중
충북�제천시�오픈한�제천점은�세차장을�멋지게�리모델링하여
오픈하였고�고객들의�호평�속에�지역�명소로�자리�잡았습니다. 
현재�점주님의�가족분도�강원에서�베트남노상식당�무실점을
우수하게�운영�중이십니다

· 제천점

점주님과�관리자님�가족들도
현재�베트남노상식당의�점주님!!!



Q.  쌀국수�전문점이�많이�늘어났는데�이제�포화상태�아닐까요?

A.  천만에요!! 오히려�그동안�너무�없었지요. 그래서�가격도�높았고요.
방송과�현지�여행객�증가로�동남아�음식점�수요는�계속�증가�중입니다. 단순히
저가�승부가�아닌�높은�품질, 현지�감성�충족, 합리적인�가격이�동반한다면
동남아�음식점은�충분히�성공�가능한�아이템입니다.

동남아�음식점은�오랜�기간�꾸준하여�이제�본격적�붐을�타기�시작했고, 
앞으로�더욱�성장할�아이템입니다. 단�저가형�컨셉은�더�이상 NO!

Q.  경험이�없는데�음식�만들기가�어렵지�않을까요?

A.  프랜차이즈이기에�당연히�쉽습니다. 그러나�중요한�점은 ‘그럼에도�음식의�질과�맛이
훌륭한가’ 입니다. 본사�담당자와�상담하고�직접�메뉴를�드셔보세요.
본사가�정말�많이�노력했음을�확인하실�것입니다.

좋은�비즈니스�외식�음식은 “ 쉽고, 빠르고, 맛있어야�합니다 ”

Q.  최소�규모(평수)는�어떻게�되나요?

A.  베트남노상식당은�현재 31㎡(구 9.5평)부터 182㎡(구 55평)규모의
매장이�오픈�중입니다.

베트남노상식당은�최소 26㎡(구 8평) 규모부터�오픈�가능합니다.

Q.  왜�본사�담당자랑�시식을�해야�하나요?

A.  고객님의�선택을�돕기�위해서입니다. 한�두�가지�음식이�아닌�다양한�음식을
무료로�제공하고�있으며�매출, 지출, 수익�등의�정보를�공개합니다.
또한�필요시�주방을�직접�보여드리거나�점주님과�미팅도�주선합니다.

담당자와�시식을�통해�다양한�정보를�직접�확인하실�수�있습니다.

Q & A



실천하는�베트남노상식당의�경쟁력

성공�키워드

tu khóa Success Keyword

'맛'뿐만�아니라 '멋'까지�고려한�스타일리시(Stylish) 한�브랜드
01.  Style

먹을만한�한�끼가�아닌�분명하게�맛있는�전문�요리
02.  미식가 ( 美食家 )

본사�공정�시스템을�통해�쉽게�요리하고�빠르게�제공되는�메뉴
03.  Easy Cook & Be Fast

베트남�현지처럼�식사와�음주를�함께�즐길�수�있는�메뉴�구성으로�저녁 8시�이후
고객이�줄어드는�쌀국수�업종의�고질적인�문제�극복

04.  술 ( 酒 )

점주님의�매장에�가장�어울리는�옷을�입히다.
다양한�본사�컨텐츠로�점주님만의�맞춤형�인테리어�실현

05.  My Store

지금까지�꾸준했던, 이제�주목받는, 아직도�성장�중인�동남아�음식�컨텐츠

06.  성장형 Steady Seller Item

점주님과�고객의�부담은�낮추면서�가치의�최대화�실현을�목표로�함

07.  가성비 & 가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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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TIP

보다�높은�성공을�위한 Tip 한�스푼

tu khóa Success Keyword

01.  창고형�매장을�잡아라  <창고, 세차장, 단독�상가�등>
아무것도�없는�골목길�폐공장은�베트남노상식당을�만나�성공한�가양역점이�되었고,
지방�대로변�세차장은�베트남노상식당을�만나�성공한�제천점이�되었습니다.
*본사�의뢰시�점포개발�담당자를�배정하여�점주님�맞춤�조건으로�점포를�개발해드립니다.

02.  보다�에스닉하게�디자인하라
매년�동남아�식문화에�대한�이해도만큼�문화에�대한�이해도�역시�높아지고�있습니다.
인테리어에�많은�비용을�투자하는�것이�아닌�보다�현지�감성으로�에스닉하게
디자인하는�것이�매장을�향하는�고객의�발걸음을�만들�것입니다.
*본사의�매장�디자이너가�직접�디자인합니다.

*본사�담당자와�시식�미팅�장소: 본점�및�각�가맹점

03.  시식�미팅을�하고�꼼꼼히�자료와�매장�주방까지�챙겨봐라
아무리�잘�만든�브랜드라도�운영하게�될�나와�맞지�않으면�행복하게�일할�수�없습니다.
고객님�혼자�방문해서�일부�메뉴만�드시고�상상만�하시기보다는�본사�담당자와�시식을
통해�다양한�메뉴를�드셔보시고�운영과�관련된�자료, 현장이�될�주방에서�조리과정까지
챙겨보시면서�스스로와의�적합성을�판단하시는�것이�실패를�줄이고�성공을�높이는�길
입니다.



※별도 : [Sign-간판/내부sign], [포스], [냉/난방기], [인테리어소품], [화장실], 
공사-철거/전기증설/도시가스승압/외부공사�등], [의/테이블] 제품에�따라�가격�상이 

창업�비용

창업자�가성비, 가심비도�일류!!

chi phí Open Cost

매장�기존�시설을�활용, 세련되게�리모델링�창업시
창업비용�대폭�절감�가능

개설상담 가맹계약 점포개발�및�계약 오픈�계획 
및�인·허가�업무

가맹상담
시식미팅

상권분석
점포확정
점포계약

매장�실측
일정·비용�계획
각종�인허가업무

사후관리 오픈점검�및�개업 본사교육 인테리어·집기
입고

정기방문
마케팅�전략

조리교육
서비스교육
운영·관리�교육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주방기물˙집기

합    계

500만원
300만원

0원
150만원

1700만원
5500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로열티 1%

66㎡ 기준 / 구 20평�형

브랜드�사용 / 레시피�및�운영메뉴얼�제공

본사�지정�교육장에서 7일간�조리�및�서비스�교육

보증보험증권으로�대체 / 계약�해지�및�만료시�반환

3.3㎡ (구:평) 당�비용

주방�기물�및�집기�일체

VAT 별도



Menu báoNhà hàng đường phố việt namNo. ��

Nhà hàng Việt Hoàng là một nhà hàng 
địa phương ngoài trời kiểu Việt Nam.
Đó là khuyến khích để thưởng thức với 
bia. Cảm nhận địa phương Việt Nam 
trong cửa hàng.

- Mô phỏng của nhà hàng Nosang Việt Nam TELEPHONE :

����-����
www.nosangsikdang.com베트남노상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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