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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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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겠습니다”

)%*'+,#,#-+.+&&

도쿄스테이크는 호주 남단에 위치한 섬 “타즈매니아”산 등심과 부챗살만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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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즈매니아는 세계기상기구(WMO)가 사람이 거주하는 곳 중 가장 공기가 깨끗한 곳으로 지정할 정도로 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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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으로 인해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 산지입니다. 풍부한 강수량으로 연중 목초 생산이 가능하고 내륙에서의
질병 전염이 차단되며, 정부가 축산물 성장촉진제 사용을 금지해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지역입니다.

주문즉시요리
도쿄스테이크는 언제나 주문 즉시 조리로
최상의 맛을 제공합니다

!E

부담없는 가격
도쿄스테이크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겠습니다

!I

신선한 재료
도쿄스테이크가 자체 개발한 특제 소스와 신선한 재료로 최상의 맛을 선사합니다
(당일배송, 주 6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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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풍 인테리어
고객층 성향에 맞춰 내추럴하고 아기자기한
일본풍 인테리어를 그대로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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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One
도쿄스테이크는 일본현지 곳곳에 자리하고있는

명소들의 맛집들을 한곳에 모아놓은
일본식 캐주얼 레스토랑 입니다.

스테이크
고베 스테이크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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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
가나가와 요코스카

카니크림 파스타
후쿠오카 하카타, 오이타

스테이크 덮밥
오사카, 고베 산노미야

라멘
규슈, 하카타

Brand Story

Brand Story

일본 명소의 맛

캐주얼 외식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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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스테이크는 일본 현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한 캐주얼 외식공간이라는 도쿄스테이크의 모토를

명소의 맛집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일본식 캐주얼 레스토랑입니다.

신화속에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유니콘을 목마로 형상화하고

일본 속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느낌의 이색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밝게 웃는 입모양을 표현하여 메인 타깃인 18 ~ 32세의

합리적인 가격에 일본식 스테이크와 파스타, 라멘, 덮밥, 커리 등

젊은 여성과 연인들에게 강하게 어필하여

다양한 일본 정통 음식들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외식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Differentiation Point

차별화 포인트

업력 20년의
전통있는 외식기업
전국 가맹점 500여개의 국수나무 본사에서 검증된 제 2브
랜드 "도쿄스테이크", 전국 물류 배송 및 익일 배송 시스템
구축과 직영제조 공장으로 제조 기술로부터 브랜드 차별
화를 이끕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구매전문 MD활동을 통
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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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와 숙주나물의
특별한 조화
포크와 칼로 우아하게 써는 기존의 서양식 스테이크 문화
에서 탈피 ! 일본의 유명한 고베 지역 스테이크랜드를 표방
하여 썰어 나오는 스테이크에 숙주나물을 함께 곁들여
간편하게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아이템 구성
경기침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아이템 구성, 이제 특별한 날에만 찾는 스테이크는 그만 !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테이크와 파스타의 진입장벽을 확
낮췄습니다!

전문인력이 필요 없는
간편 조리 시스템!
메뉴의 90% 이상이 본사에서 개발한 소스와 직영 물류
식재료를 사용하여 초보자도 창업 가능!
조리교육부터 레시피까지 모두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
전문 요리사 없이도 변하지 않는 음식의 맛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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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 직수입한
식재료
떡메 방식으로 만들어 면발의 쫄깃함이 차원이 다른 일본의
대표적인 기네우치 우동면과 파스타 소스 등을 직수입하여 현지
본연의 맛을 더욱 살렸습니다. 수입 시 일본에서 1차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후, 2차로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수입 샘플을
식약청에 제출하여 검증하므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본식
메뉴 구성
스테이크를 비롯한 라멘, 파스타, 커리, 샐러드, 튀김 등
다양한 일본식 메뉴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재컨셉하여
트렌디한 일본식 퓨전 음식을 제공합니다.

18 ~ 32세 남녀
젊은 연인
다양한 문화를 쉽게 수용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방문율이
가장 높은 18 ~ 32세 남녀(72.8%), 젊은 연인과 친구를
핵심 타깃으로 도쿄스테이크를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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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食)을 넘어 문화로
“도심 속 작은 일본”
음식이 주는 다양한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일본
특유의 문화를 인테리어로 녹여 “젊고, 작게” 컨셉화 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통 및 제조기술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Competitiveness

본사 경쟁력
업력 20년의 전통 있는 외식기업

본사 브랜드

무엇보다 사람이(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협력을 통한 상생을 의미하는 한편, 최고의 리더십과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합니다

(주) 해피브릿지공주공장

궁극적인
추구 가치

01
행복

상생
독점과
대비되는
가치

04

02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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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사람
03

자본과
대비되는
가치

유통 및 제조기술

직영 물류 시스템
전국 물류 배송 및 익일 배송 시스템 구축
가맹점과 본사 수익 연동

경쟁과
대비되는
가치

핵심 제조 기술
┃통합 비전 ┃ 직원과 고객의 경제적 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기업
┃비전 2025 ┃ 종합 식품 협동조합 그룹 (10개 단위 협동조합)

직영 제조 공장확보
제조 기술 보유로 브랜드 차별화

┃회 사 명 ┃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주 종 목 ┃ 프랜차이즈업, 식자재 생산 및 유통, 전자상거래, 외식컨설팅 등
┃가 맹 점 ┃ 490여 개
┃직 원 수 ┃ 112명(조합원 74명 / 예비조합원 17명 / 직원 21명) ※ 2016년 기준
┃사 업 개 시 ┃ 1999년 05월 02일
┃조 합 창 립 ┃ 2013년 02월 21일, 해피브릿지 노동자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7. 2층(장안동 430-4 인경빌딩 2-3F)
┃연 락 처 ┃ TEL : 02-1588-6020 / FAX : 02-466-9200

엄선된 식재료 사용
구매전문 MD 활동을 통한 외부 변화에 능동적 대처
농산물 직거래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식재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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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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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쟁력
2015 중앙일보
외식창업부문 수상

연혁

매일경제 100대
브랜드 수상 (2014, 2016)

수상경력

2016 0 1 해피브릿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8년 연속)
0 3 해피브릿지 - 아산시 - 순천향대학교 MOU체결
매일경제 100대 프랜차이즈 ‘국수나무’ 선정

2014 1 0 HB외식창업센터 오픈
국수나무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3년 연속 수상
1 1 해피브릿지 대표단 일본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후쿠오카) 교류 방문

0 8 제37회 SETEC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국수나무, 도쿄스테이크’ 참가
중국 상해 국수나무 1호점 오픈

2016 1 0 2016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본상 수상
1 1 2016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봉사 본상 수상
2016 제7회 아시아미래포럼 행복일터 보람부문 수상
1 2 제 17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5년 연속 수상

2013 0 2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창립총회

<가맹자사업자 리더쉽 성공> 국수나무 인덕원점

0 9 해피브릿지협동조합 – ㈜에땅 MOU체결

0 5 조합원의 날 시행

우수가맹점 선정패 수여

1 1 해피버드 13기

0 6 해피버드 1기 <필리핀 나보타스>
0 9 농가의 부엌 ‘하늘자미’ 오픈

2015 0 1 행복중심생협 업무 협약 MOU 체결(전산 시스템 개발 분야)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 연수(3주간, 총 12명)
0 2 제5차 해피브릿지 노동자협동조합 총회(정기)
0 3 몬드라곤 LEINN 워크샵
0 4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개소식 & 국제심포지움 후원
국수나무 부산벡스코 / 서울 SETEC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참가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 SK행복도시락 MOU 체결
0 5 해피버드 8기 <희망농장 개소식>

1 0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 사업 시작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서울시 지원사업)
1 1 국제 사회적 경제 포럼 참여
(Global Social Economy Forum )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 사무총장 간담회

0 6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 와플대학 협동조합 MOU 체결

2011 1 2 국수나무 250호점 오픈

0 9 제7차 사회적경제 국제 공동포럼 참가

2009 0 2 인터넷 쇼핑몰 ‘이로운 몰’ 오픈

1 1 제6차 해피브릿지 노동자협동조합 총회(임시)

2008 1 2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취득

제1회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국수나무> 최우수상 수상
2015 우수가맹점 선정패 수여(국수나무 서울 휘경점)
한국프랜차이즈대상 해피브릿지협동조합 <국수나무> 국무총리표창 수상
2014 0 2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개소식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과 상호협력 MOU 체결
제조공장 이전(공주공장)
0 3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 (CICOPA) 사무총장 방문 간담회
0 4 대안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 창립총회
0 6 조합원 대상 몬드라곤 트레이닝 코스 교육 시작
0 8 하늘나무 PC방 구리 1호점 오픈
0 9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공식 쇼핑몰 오픈 ‘헬로쿱(hellocoop)’

1 2 한국프랜차이즈대상 국수나무 국무총리표창 수상
국수나무 서울 휘경점

1 2 ‘국수나무’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3년 연속 수상

머니투데이, ‘브랜드 파워대상’
1 1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2 0 4 2012 ‘소비자 만족지수 1위’
1 2 2012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2005 0 9 한국경제, ‘고객만족 우수기업’ 수상

2009 1 1 일간스포츠 HUIN ‘브랜드 대상’ 한식프랜차이즈 부분 수상

2002 0 2 외식컨설팅 법인 ‘보리푸드 & 컨설팅’ 설립
2001 0 2 제2공장 설립
2000 0 4 냉면, 육수 일본 수출
1 2 전국 유통 7개 대리점, 판매점 개설
1999 0 1 보리식품영농조합법인 공장 설립
1 2 전국 유통

2016 0 2 더파이브 상품 기부
0 4 2016년도 해피버드

0 6 베트남 사회적기업 코토 후원
1 0 사내복지기금 추가 출연

2015 0 1 지역재단 / 나눔문화 / 푸드뱅크 후원금, 상품 기부(1 ~ 5월)

0 6 사회혁신기금 후원가입 기부금 전달 (사)사회혁신공간데어

2011 1 1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인증(인정등급 : A)

2003 0 4 공장이전(ERP 구축)

매년 4회 20여 명의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조합원이 10박 11일의 봉사
활동을 진행. 필리핀 최대 도시빈민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홈스테이,
희망농장 건축

제1회 한국프랜차이즈 에너지 대상 국수나무 최우수상 수상

2006 0 6 ‘국수나무’ 브랜드 론칭

2004 0 3 ‘화평동왕냉면’ 브랜드 론칭

해피버드 필리핀 나보타스 문화·건축 봉사활동

0 4 2015년 해피버드 1차 기부금 전달 (사)한국희망재단

2007 1 2 가족친화경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0 5 홍콩 수출

사회공헌 (해피버드)

‘ 2016 프랜차이즈 가맹점 성공컨퍼런스’ 우수가맹점 선정

2013 0 4 ‘소비자 만족지수 1위’ 2년 연속 수상
2010 0 1 ㈜해피브릿지로 사명 변경

1 2 제7차 해피브릿지 노동자협동조합 총회(임시)

1 1 한국희망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0 7 제38회 아이쿱포럼 참여 <‘협동조합 사이 협동’의 목표와 방도를 찾아>

한국희망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감사패 수상

2015 0 2 2015 Best of the Best Brand 중앙일보 수상

2014 0 1 ‘국수나무’, 매일경제 100대 브랜드 선정

‘제2회 전국 대학생 사회적경제 한마당’ 참여

가족친화 우수기업
8년 연속인증(2009 ~ 2016)

0 5 고등동복지회관 기부

1 2 해피브릿지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여성가족부)
2012 1 2 국수나무 브랜드 가맹점 300호점 오픈

2013 머니투데이
소비자만족지수1위
브랜드파워대상 2년 연속 수상(2012 ~ 2013)

‘2017 프랜차이즈 가맹점 성공 컨퍼런스’

0 3 Q.S.R 버거전문점 ‘더파이브’ 브랜드 론칭

SETEC 2016 프랜차이즈 CEO 멘토링과정교육 진행

DF

프랜차이즈협회 5년 연속 수상
(2012 ~ 2016)

2008 0 3 ‘소비자 대표 신뢰 BRAND’ 선정
0 5 서울시 가정문화축제 ‘가정친화모범기업’ 선정 수상
1 1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취득
2007 0 5 중앙경제신문, ‘고객감동 Power Brand’ 선정

0 7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원금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0 8 2015년 해피버드 기부금 2차 기부 (사)한국희망재단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대회 후원금
(재)대전와이엠씨에이유지재단
1 1 한국희망재단 10주년 기념행사 후원금 기부 (사)한국희망재단
1 2 사회연대위원회 ‘철수야 안녕’ 기금 전달(아름다운 재단)
2014 0 1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감사패 수상
0 4 대안노동자협동조합 연합회 창립총회
0 7 서울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참여
0 9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과정 참여(5명)
2013 0 7 협동조합 경영포럼 후원
1 2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후원 및 참여
2012 0 2 (사)한국마이크로그레디트 신나는 조합
창업아이템 개발 및 교육지원

0 9 한국창업경영인 大賞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1 2 가족친화경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6 0 5 매일경제, ‘BEST프랜차이즈’ 굿프랜차이즈인큐베이팅시스템 수상
2005 0 9 한국경제, ‘고객만족 우수기업’ 수상
서울경제, ‘CEO 경영대상’ 수상

2011 0 7 뮤직포원(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캄보디아 해외음악봉사 지원
2010 0 2 경기도 ‘희망리본프로젝트’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감사패

DG

도심 속 일본에서 즐기는

5가지 메뉴군

스테이크 / 덮밥 / 파스타 /
라멘 & 소바 / 일본커리

Steak
등심 스테이크 I 부드러운 등심에 일본풍 볶음야채를 곁들인 스테이크
부채살 스테이크 I 담백하고 쫄깃한 부채살 스테이크
찹스테이크 I 파인애플과 토마토를 곁들여 달콤함과 푸짐함이 더해진 찹스테이크
부채살 스테이크 덮밥 I 밥 위에 300도의 철판에서 구운 부채살을 얹은 후 특제 양념을 바른 스페셜 덮밥
큐브 스테이크 덮밥 I 밥 위에 깍뚝썰기의 부채살을 300도의 철판에서 구운 후 특제 양념으로 조리한 덮밥
부타동 I 매콤한 특제 양념으로 마리네이드한 돼지고기를 뜨겁게 달군 팬에 프라잉한 덮밥

DH

Donburi

NO.1 CASUAL JAPANESE RESTAURANT

DJ

Pasta
카이센 알리올리오 파스타 I 해산물과 마늘을 이용하여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파스타 명란 파스타 I 진한 명란 버터소스에 대파로 풍미를 더한 파스타
북해도 미쇼 파스타 I 대게다리살, 알관자, 새우, 미소, 소유의 퓨전파스타 스테키 나폴리 파스타 I 기대간 쉐프의 토마토 HOT소스와 스테이크 파스타
카니크림 파스타 I 붉은대게 다리살과 브랜드 마스터 이민호 쉐프의 특제 크림소스의 절묘한 만남 도쿄스테이크 시그니쳐 크림 파스타

"!

도쿄 카레 I 야채와 토마토가 듬뿍 들어간 REAL 일본 전통 카레 돈까스 카레 I 돈까스 토핑으로 더욱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돈까스 카레
치킨 가라아케 카레 I 치킨과 함께~ 가라아케 카레
새우튀김 카레 I 바삭한 새우튀김이 토핑된 카레
함바그 카레 I 부드러운 일본식 함바그와 향긋한 카레의 만남 찹스테이크 카레 I 찹스테이크와 카레를 함께 즐기는 알찬 메뉴

Curry

Ramen
규돈멘 I 돈사골 본연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규슈”지역 대표라멘 규탄멘 I 차슈와 대파, 매콤한 육수가 매력적인 중식과 일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라멘
하규멘 I 하타카 야노마상 레시피로 만든 담백한 맛의 스테이크 꼬치라멘 하탄멘 I 하타카 히토상 레시피로 만든 얼큰한 맛의 스테이크 꼬치라멘
간쇼멘 I 맑은 간장 육수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의 라멘
와우 스테이크 치즈 떡볶이 I 부챗살 스테이크와 매콤한 떡볶이, 그 위에 내려앉은 치즈까지 매력적인 떡볶이
히야시 (콜드) 토마토 샐러드 I 오코노미야키 I 치킨 가라아케 I 새우튀김 샐러드 I
고로케 & 샐러드 I 멘치카츠 I 웨지감자 I 구운 파인애플 I 새우튀김과 알리올리소스

Teokpokki & Sala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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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Franchise

Franchise

수익성

개설 비용
일매출 150만원

내역

비용

비율

내역

매 출

45,000,000

100%

재 료 비

17,100,000

37%

월

24

일매출 120만원

구 분

비용

10,000,000

소멸성

교육연수비

매장파견 교육 / 운영메뉴얼
조리메뉴얼 교육 및 실습교육

3,000,000

3,000,000

소멸성

인 테 리 어

가설공사 / 방수공사 / 목공사
타일공사 / 금속공사 / 도장공사
전기조명공사 / 주방내부 덕트

30,600,000

40,000,000

H : 2.9m 이상
할증

간판 및 사인

전면 4.0m X 1.2m 기본(LED바 형)
LED 메뉴패널 , 전면시트

5,500,000

6,000,000

돌출 및 인허가
별도

주 방 기 구

주방기구 일체

15,000,000

16,000,000

09

주방·홀 용품

주방, 홀 그릇 및 용기 등

8,000,000

9,000,000

개점준비와 함께
오픈을 위한
최종점검 및
조리/홀 교육

의자 / 탁자

홀 의자 및 탁자

4,500,000

5,500,000

POS 설치비

메인포스, 주방프린터

2,000,000

2,000,000

홍보 / 비품

전단, 명함, 유니폼, 메뉴판 외

2,000,000

3,000,000

모 형 음 식

음식모형 / 진열장

재 료 비

13,680,000

37%

20%

인 건 비

7,920,000

22%

운영경비

2,250,000

5%

운영경비

1,800,000

5%

임 대 료

3,600,000

8%

임 대 료

3,240,000

9%

영업이익

13,050,000

30%

영업이익

9,360,000

27%

개점준비

07

점포설계 및 시공
본사 메뉴얼에 따른
점포 시공

06

08

점포설계

예비 창업주와
상담

인허가 업무

인테리어 메뉴얼로
완벽한 점포 설계

사업자등록
절차 및 허가
업무

03

점포선정

02

계약체결

합

개점 및 오픈
지원

05

로

개점일정확정

04

점포확정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구체적인 세부일정
수립

열

가맹계약준수 / 이행담보금액

티

80,600,000

94,500,000

3,000,000

3,000,000

VAT
(미포함 가격)
계약해지시
반환금

매월 로열티 1%

별 도 공 사

철거, 어닝, 외부샷시, 냉난방, 외부덕트, 가스, 전기증설, 화장실, 소방, CCTV,
음향시설, 이벤트 외

점포계약시
산출가능

별 도 용 품

식기세척기, 포장기기 등

점포계약시
산출가능

유통 및 제조기술
믿음직한
와 함께
안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경험하세요!

계

붙박이형 의자
별도

필요시 별도
제작

10

오픈이벤트

약 정 이 행
보 증 금

상권과 입지분석을
바탕으로 최적 및
최상의 점포 선정

비 고

1,0000,000

100%

9,000,000

개설상담

개설비용( 25평)

영업관리 및 지도 / 직원교육
경영기법 노하우 전수
운영관리 제공 / 브랜드 사용료

인 건 비

01

개설비용(18평)

가 맹 비 용

36,000,000

가맹점 개설 절차

세부내용

비율

매 출

월

단위 : 원

25

Franchise

본사지원 프로그램

✽ 지역 전담 슈퍼바이징 시스템 구축
✽ SV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매장 운영
✽ 정기적 교육실시(1년 2회)

✽ 본사 직영 상권 입지 분석 시스템
✽ BEP 프로그램 도입 점포개발 시스템

"F

가맹점
관리

✽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한 가맹점 매출 관리
✽ 브랜드 홍보 관리

상권
분석

마케팅
관리

메뉴
개발

✽ 1년 2회 신메뉴 개발 시스템
✽ 전문 주방장이 필요없는 간편 조리 시스템

오픈교육
및 지원

✽ 매장 오픈 전·후 및 오픈 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지원
•오픈전 : 프랜차이즈 이해, 운영교육, 조리교육, 매장체험교육
•오픈시 : 본사 전문 오픈매니저가 11일간 매장 상주하며
표준 메뉴얼 및 운영교육 실시
•오픈후 : 가맹점 100일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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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C A S U A L
JAPANESE
RESTAURANT

www.tokyosteak.co.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7. 2층 (장안동 430-4 인경빌딩 2, 3F)

가맹문의

1588 - 6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