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배달말고, 좋은 음식을

룸서비스하세요
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베트남노상식당, 주인의주방을 운영하는
F&B 기업 ㈜트리플에이컴퍼니에서 야심 차게 시작하는 명품 배달 음식 브랜드입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즐기던 룸서비스를 이제는 가정에서 누리세요!

요리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
창업비용이 부족한 소자본 창업자
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단 한 개의 점포에서 단 한 매장의 창업 비용으로
전문 브랜드化한 다양한 메뉴를 상권에 맞게 선택 판매할 수 있는 배달 전문음식점입니다.

룸서비스 파이브스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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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청결한 주방에서 신선한 재료를 올바르게 요리하고, 고객님의 소중한 한 끼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서비스하는 명품 딜리버리 레스토랑입니다.

DELIVERY RESTAURANT
우리는 배달 전문 레스토랑입니다.
음식을 맛있고 빠르게 조리하고 배려 깊고 정갈하게 포장할 수 있도록
메뉴 공정과 물류, 포장 방식을 배달에 최적화하여 간소화, 시스템화, 전문화하였습니다.

RESTAURANT UNION
수준 높은 다양한 전문 요리, 내 상권에 맞춰 선택
- 한식부, 양식부, 아시안 요리부 등 다양한 메뉴 군을 전문적이고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R&D
- ‘룸서비스 파이브스타’의 메뉴 군을 보다 전문적으로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전문 브랜드의 형태로 구성 ex) 한식부 : 농부네김장날, 분식부 : 빨간방앗간
- 가맹점 상권과 인력 구성을 고려하여 ‘룸서비스 파이브스타’의 메뉴 군을 선택 운영

ONE MAN START-UP
저 인건비, 1人 창업부터 가능
- 조리와 포장 공정을 배달 시스템에 최적화하여 1人부터 창업 가능
- 주문량이 많은 성업 시간에는 조리인력과 포장 인력 구분을 추천
- 부부창업 최적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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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서비스 파이브스타 소개

배달 음식은 뻔하다?
배달 음식은 청결하지 않다?

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하나 만 잘 하자?
하나 더 잘 하자!

클래스가 다릅니다!
□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매우 청결합니다.
깨끗한 가정의 주방, 그 이상의 청결을 위해 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더욱 깐깐하게 관리합니다.

전문성
증가

리스크
감소

사업확장성

증가

세스코 등 방제서비스 의무화
신선한 식재료 사용 및 위생 관리
주방 및 조리환경 매일 2회 (오전/오후) 청소
조리복 및 신체 청결 관리
조리기구 노후시 즉시 교체
시즌별(여름철) 주요 위생 포인트 관리 강화

□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매우 맛있습니다.
요리/외식 전문가들이 심혈을 다해 연구한 음식, 좋은
재료를 듬뿍 사용하여 올바른 방식으로 만들어 대접합니다.

□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조리부터
드시는 순간까지 고객님을 배려합니다.
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단순한 배달을 넘어 호텔식 룸서비
스를 지향하며, 고객님의 소중한 식사를 위해 정성을 다한
조리와 편의를 고려한 포장 과정을 거쳐 서비스합니다.

상권과 경쟁 매장 고려한 전문 메뉴 선정
대세는 배달! 그러나 가속화된 경쟁 속에서
성공 창업을 위해 반드시 상권과 경쟁 매장을
고려한 전문 메뉴를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메뉴를 선택 / 변경 / 추가 해나가야
실패 확률 DOWN , 성공 확률 UP

하나 더, 그리고 하나 더 잘하자!
하나만 잘 한다는 것의 장점도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월 매출 부족 또는 업체 간 무리한
가격, 혜택 경쟁으로 수익 감소 가능성이
증가되는 등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하나 더 잘 팔고, 추가로 하나 더 잘 팔아야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 만 잘한다?

사업 위험성

하나 더 잘한다!

안정성 + 수익성
성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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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발전된, 가장 현실적인
DELIVERY RESTAURANT
초보 점주님 걱정 마세요!

1인 창업 가능

간단 조리 시스템

최저 인건비 운영

간소화한 조리 공정 시스템으로
초보자도 손쉽게 다양한 메뉴 조리 가능

심플한 운영 시스템으로 1인 창업 가능
부부창업 강력 추천

심플 레시피, 전용 물류, 전처리 방식
개선 등 지속적인 R&D

점주님만을 위한

포장부터 차별화된

매장 코디네이팅

수준 높은 홈서비스

담당 SV와의 상담을 통해 상권과
경쟁 매장, 고객 니즈, 근무 인원 등을
고려하여 운영 메뉴를 선정/변경/추가

호텔 어메니티에서 영감을 받은 STRING
BAG 포장으로 단순한 배달 음식이 아닌
호텔식 룸서비스를 지향
음식과 포장 비주얼 강조로 리뷰 강화

차별화된 패키징

호텔 스타일 STRING BAG 포장
04

성공 포인트

메뉴 군을 브랜드化한 스티커

섬세한 손글씨 포스트잇

변화무쌍한 창업환경
더 잘 갖추고, 잘 갈아입어야 합니다!
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점주님의 성공을 위해 브랜드 코디네이팅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가맹점의 상권과 창업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화된 브랜드 선택 및 메뉴 선정이 가능하며,
향후 경쟁 매장 출현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브랜드 추가/변경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보도된
연남동 쌀국수 맛집

깊고 진한 맛
김치찜·김치찌개 전문점

1.5인분 양을 주는
대식가 파스타 전문점

대인배의 넉넉한 인심
비빔밥 & 냉면 전문점

빨간 솜씨로 건강과 맛을 담은
떡볶이 전문점

쫄깃한 식감의
배달 냉면 전문점

좋은 재료로 만든
수제 카레 & 돈가스 전문점

불 맛나는
BEST 야식 메뉴 전문점

비싼 인테리어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오직 청결과 기능성을 강조합니다. 최대한 기존 시설을 그대로
리모델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고급 DELIVERY RESTAURANT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EXTERIOR

After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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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디자인

Before

전문가 그룹의
창업 코디네이팅
룸서비스 파이브스타는 점주님의 성공을 위해 본사의 전문 인력들과 함께 노력합니다.

가맹점주

사업분석팀

운영지원팀

기획개발팀

-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 점주교육

- 브랜드 기획 및 개발

- 인테리어

- 오픈 및 슈퍼바이징

- 메뉴 기획 및 개발

- 행정 업무

- 브랜드 및 메뉴 선정 코칭

- 마케팅 및 디자인 기획

창업 프로세스

개설상담

가맹계약

점포개발 및 계약

오픈 계획
및 인·허가 업무

인테리어·집기
입고

본사교육

오픈점검 및 개업

사후관리

창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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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비용
리모델링형 ★추천★

26.4㎡ 기준 / 구 8평 형

구 분

금 액 (VAT별도)

비 고

가맹비

500만원

브랜드 사용 / 레시피 및 운영메뉴얼 제공

교육비

300만원

본사 지정 교육장에서 6일간 조리 및 서비스 교육

보증금

0원

계약 종료시 반환

인테리어

0원

협의 사항

간판

350만원

주방설비/집기

0원

POS설비

120만원

합 계

1,270만원

로열티

월 15만원

파나플렉스 간판 기준, 썬팅 등 (협의 사항)
협의 사항

VAT 별도
매월 (VAT 별도)

신규공사형

26.4㎡ 기준 / 구 8평 형
구 분

금 액 (VAT별도)

비 고

가맹비

500만원

브랜드 사용 / 레시피 및 운영메뉴얼 제공

교육비

300만원

본사 지정 교육장에서 6일간 조리 및 서비스 교육

보증금

0원

인테리어

2100원

협의 사항

간판

350만원

파나플렉스 간판 기준, 썬팅 등 (협의 사항)

주방설비/집기

1300원

협의 사항

POS설비

120만원

합 계

4,670만원

로열티

월 15만원

계약 종료시 반환

VAT 별도
매월 (VAT 별도)

※별도 : [초도물품], [판촉홍보물], [냉/난방기], [인테리어소품], [화장실], 공사-철거/전기증설/도시가스/외부공사 등], [의/테이블] 제품에 따라 가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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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비용

브랜드별 메뉴 소개
한식

한식

한식

아시안식

깊고 진한 맛이 일품
김치찜 김치찌개 전문점

대인배의 넉넉한 인심
비빔밥 & 냉면 전문점

쫄깃한 식감의
배달 냉면 전문점

베트남 현지 언론이 극찬한
동남아 음식 전문점

농부네 김치찜 공기밥 + 반찬 제공
1인 12,000원
2~3인 23,000원 3~4인 28,000원

삼겹살 비빔밥
9,000원

쫄냉면
7,500원

노상 프리미엄 쌀국수
노상 매운 프리미엄 쌀국수

노릇하게 구워낸 삼겹살과 야채를 듬뿍 넣어
특제 비빔장에 비벼 먹는 든든한 비빔밥

부잣집만의 특제 육수에 살얼음이 동동!
쫄깃하게 즐기는 부잣집 쫄냉면

양지와 우삼겹, 피쉬볼까지 듬뿍! 두 종류의
소고기로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대표 메뉴

우삼겹 비빔밥
9,000원

비빔 쫄냉면
6,500원

노상 닭트남 쌀국수
노상 매운 닭트남 쌀국수

고소한 우삼겹과 아삭한 야채의 식감!
특제 비빔장에 비벼 먹는 든든한 비빔밥

부잣집만의 숙성 비빔장이 듬뿍!
탱글탱글 비빔 쫄냉면

맛있게 요리한 닭 반 마리가 통째로!
깔끔하고 든든한 진짜 베트남 닭 쌀국수

참치 비빔밥
7,500원

숯불 쫄냉면
8,500원

분짜
10,900원

참치와 다양한 야채가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비빔밥

숯불 돼지구이를 듬뿍 올려
양념간장 소스에 비벼 먹는 비빔 쫄냉면

돼지구이와 채소, 쌀국수를
새콤한 베트남 전통 소스에 적셔먹는 요리

고기와 김치가 듬뿍! 깊고 진한 맛을 낸 김치찜

스팸 김치찌개 공기밥 + 반찬 제공
1인 8,500원
2~3인 18,000원 3~4인 24,000원
진짜 스팸을 넣어 깊고 진한 스팸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공기밥 + 반찬 제공
1인 8,500원
2~3인 18,000원 3~4인 24,000원
참치가 듬뿍! 깊고 진한 참치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공기밥 + 반찬 제공
1인 8,500원
2~3인 18,000원 3~4인 24,000원

7,900원
8,900원

11,900원
12,900원

수제 등심 돈가스
8,900원

양념 치킨 라이스
매운 볶음밥 치킨 라이스

특제 육수와 숙성 비빔장으로
쫄깃하게 즐기는 쫄냉면

전문가의 레시피 그대로!
직접 만든 수제 돈가스

잘 튀겨낸 닭 반 마리가 통째로!
푸짐한 치킨라이스

숯불 쫄냉면
8,500원

수제 치즈 돈가스
9,900원

나시고렝
7,900원

햄을 잔뜩 넣어 얼큰하고 진한 풍미의 부대찌개

숯불 돼지구이를 듬뿍 올려
양념간장 소스에 비벼 먹는 비빔 쫄냉면

전문가의 레시피 그대로, 치즈가 듬뿍!
직접 만든 수제 치즈 돈가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2위에 선정된
인도네시아식 볶음밥

분식

양식

돈가스·일식

야식

빨간 솜씨로 건강과 맛을
담은 떡볶이 전문점

1.5인분 양을 주는
대식가 파스타 전문점

좋은 재료로 만든
수제 돈가스 & 카레

불 맛나는
BEST 야식 메뉴 전문점

오리지널 떡볶이
R 11,000원 L 13,000원

알리오 올리오
8,000원

파머스 드라이카레
8,900원

소곱창 전골
메운 소곱창 전골

빨간 솜씨를 담은
전문가의 맛있고 건강한 떡볶이

마늘로 향을 낸 올리브유에
매운 페페론치노를 넣고 볶은 오일 파스타

풍성한 고기와 야채를 숙성 카레에 볶아
졸여낸 초강추 대표 카레

고소하고 쫄깃한 곱창과 육수를
강한 불에 얼큰하게 끓여낸 전골 요리

숯불 비프 떡볶이
R 13,000원 L 17,000원

볼로네제
9,900원

파머스 골드 밀키카레
8,900원

국물 닭발
10,000원

소고기구이가 듬뿍들어가
든든하고 맛있는 떡볶이

상큼한 토마토 과육의 식감이 그대로!
클래식한 토마토 파스타

숙성 골드 카레와 부드러운 밀키 소스!
단짠 단짠 카레

맵고 진한 국물맛이 일품!
쫄깃한 무뼈닭발을 넣고 끓인 국물닭발

이태리 떡볶이
R 12,000원 L 16,000원

아라비아따
11,900원

파머스 하우스카레
7,900원

칠리 꼬꼬뱅
15,000원

떡볶이와 파스타가 크림에 빠지다!
레스토랑 보다 맛있는 크림 떡볶이

토마토 페이스트에 할라피뇨, 매운 페페론치노를
넣어 만든 매운 토마토 파스타

다양한 야채와 돼지고기를 넣고 끓여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하우스 카레

특제 칠리소스로 감칠맛 나게 조려낸
매운 닭조림 요리

차이니즈 떡볶이
R 12,000원 L 15,000원

쉬림프 크림 파스타
12,000원

수제 등심 돈가스
8,900원

돼지고기 칠리 볶음
10,000원

볶은 짜장 맛의 중화풍 떡볶이

탱글한 새우와 베이컨을 듬뿍 넣은
고소한 크림소스 파스타

전문가의 레시피 그대로!
직접 만든 수제 돈가스

돼지고기를 특제 칠리소스로 볶아낸
매운 볶음 요리

모둠 튀김 바구니
4,500원

버섯 크림 리조또
9,500원

수제 치즈 돈가스
9,900원

양념 오돌뼈 볶음
10,000원

김말이(2)+야채튀김(1)+못난이만두(2)
+새우튀김(1)

버섯의 향긋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부드럽고 진한 크림 리조또

전문가의 레시피 그대로, 치즈가 듬뿍!
직접 만든 수제 치즈 돈가스

매운 양념을 넣고 강한 불에 볶아
씹는 맛이 살아있는 오돌뼈 볶음

고기가 듬뿍! 깊고 진한 돼지고기 김치찌개

부대찌개 공기밥 + 반찬 제공
1인 14,000원
2~3인 23,000원 3~4인 29,000원

쫄냉면
비빔 쫄냉면

7,500원
6,500원

10,900원
10,900원

23,000원
24,000원

가맹문의

1577·9893
www.roomservicefive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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