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PONGNAEPONG SAY

한 그릇의 정성

니뽕내뽕은 고객들의

건강한 입맛을 위해 식재료부터

가공법까지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니뽕내뽕은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되는 만큼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

정성스럽게 조리하여

고객들께 제공합니다.

니뽕내뽕의 메뉴와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기는 면 요리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한 그릇의 건강함 한 그릇의 즐거움

NIPONG NAEPONG STORY
니뽕내뽕 이야기





*서울 부산 이동(편도) : 약 303회
*니뽕내뽕 1년 방문객 : 약 3,567,648 명

*1년 방문객은 15년12월 매출건수 대비 (1테이블/2인기준)으로 산출된 방식입니다.

지구  한 바퀴의 거리는 40,192km입니다.

1년에 니뽕내뽕 고객님들께서

드시는 면의 길이는 121,485km이며,

이 길이는 지구 3바퀴를 돌 수 있는  면의 길이입니다.

NIPONGNAEPONG PONG STORY
니뽕내뽕 매장 짬뽕 이야기



니뽕내뽕의 브랜드 모티브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면의 형상과

그릇의 형상을 참조하여 고객에게 즐거움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디자인

NIPONGNAEPONG BRAND IDENTITY

니뽕내뽕 브랜드는 너랑 나랑 나눠먹는 짬뽕의 의미 로서 짬뽕과 피자의 독특한

조합으로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형태의 면 요리, 조합같이 보편적이지만 한정적인

카테고리를 벗어나 글로벌 트렌드가 가미되어진 새로운 스타일의 트렌디한 요리를

고객에게 선보이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뽕내뽕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니뽕내뽕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에 관하여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소중한 가족, 소중한 연인, 소중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흔히들

지나가는 음식점이 아닌 소중한 분들이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합니다.

니뽕내뽕 브랜드 아이덴티티



NIPONGNAEPONG HISTORY

한화푸디스트 물류공급 및 유통계약 체결05

니뽕내뽕 가맹점 40호점 돌파08

니뽕내뽕 가맹점 50호점 돌파2014. 09

미국지사 MOU 체결

니뽕내뽕 건대본점 매장 앞 웨이팅

2016. 03

니뽕내뽕 R&D센터 설립2015. 09

05 영남지역 지사 체결(부산,대구,영남)

05 니뽕내뽕 가맹점 70호점 돌파

07 모바일 판매 개시

01 니뽕내뽕 가맹점 60호점 돌파

니뽕내뽕 가맹점 30호점 돌파 04

니뽕내뽕 가맹점 20호점 돌파02

(주) 제이테이블 법인 설립2012. 12

2011. 02

가로수길점 (직영점) 오픈11

건대본점 (직영점) 오픈

니뽕내뽕 히스토리

니뽕내뽕 타임스퀘어점 매장 앞 웨이팅 고객





하나. 각 나라별 특색 있는 자체 개발 소스

- 각 나라별 음식 특성을 고려한 소스 개발

- 중독성 강한 불맛을 짬뽕에 더함 

- 주문 즉시 조리로 최적의 맛을 보여줌 

- 짬뽕과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전용 생면

- 니뽕내뽕이 자체 개발한 특제 육수

둘. 특유의 불 맛 과 향을 더함

셋. 주문 즉시 1인 1조리

넷. 니뽕내뽕만의 특별한 면

다섯. 니뽕내뽕만의 차별화된 육수

NIPONGNAEPONG’s  5 SECRET
니뽕내뽕의 5가지 비밀



NIPONGNAEPONG INTERIOR CONCEPT

내구성과 다양한 고객층의 성향에 맞게 개성미를 연출

내부마감재는 자연친화적 소재를 사용하여 니뽕내뽕만의 독특한
느낌을 연출하는 인테리어 컨셉, 동성은 개개인의 내향적 행동을
유도 할 수 있게 연출

정직한 규격시공

가맹본부가 철저한 인테리어 시공 감리를 하여 정직한 규격 시공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한 안심설계 및 시공규정을
준수하여 니뽕내뽕을 찾아 오시는 고객님에게 반드시 다시 오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

평수대비 무리한 좌석배치를 지양함과 동시에 고객의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환경을 제공

니뽕내뽕 인테리어 컨셉



NIPONGNAEPONG FLOOR PLAN
니뽕내뽕 도면

이 도면을 무단 복제 및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NIPONGNAEPONG STORE VIEW
니뽕내뽕 매장 뷰



제이테이블 R&D센터 아카데미





NIPONGNAEPONG MENU
니뽕내뽕 메뉴





NIPONGNAEPONG PRESENT
니뽕내뽕 현재

니뽕내뽕

동종업계
가장빠른
투자 회수율

“짬뽕 브랜드”
고객방문수 1위
월 30만명의
고객방문

“면 브랜드”
온라인 기프티콘
1위 판매량

최단 시간내
1만개의 짬뽕
쿠폰 판매기록

“퓨전짬뽕”
10대~20대
여성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량
짬뽕<니뽕내뽕

SNS 니뽕내뽕 포스팅 약 10만건 이상
퓨전짬뽕 브랜드 중 재방문율 1위



NIPONGNAEPONG FRANCHISE FORTE

내가 원하는 것은 고객도 원한다

요즘 여성 사회진출의 확대로 외식문화가 한층 앞서가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면요리의 시대가 열린다.

이제 기존에 있는 창업아이템은 그만!

흔하지 않은 독창적인 아이템, 힘들지만 수익 없는 창업은 NO!
우후죽순 경쟁력 없는 창업도 NO!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든 연령대가 찾는 면요리

책임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기적인 신메뉴 교육과 개발, 함께 경영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책임감 있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본사

고객의 입맛과 건강까지 챙기는 “니뽕내뽕”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입맛으로 “니뽕내뽕”만의
비밀소스와 비법으로 고객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니뽕내뽕의 강점



NIPONGNAEPONG FRANCHISE SYSTEM

1.가맹점 개설 지원

업계 전문가의 상권분석

-체계적인 상권분석을 통해 개설희망지역 내 최적 

  개발서비스 제공

-입점 후보지의 입지조건 분석, 경쟁업체 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최적의 매장 선정

2.교육 시스템

개설 교육

-4주 교육을 통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매뉴얼 숙달

-가 오픈전 담당 슈퍼바이저 방문을 통한 업무 지원

-아카데미(R&D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성공적인 매장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홍보 마케팅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

-각종 매체를 통해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브랜드 홍보

-지속적인 SNS 마케팅을 통한 매출 극대화

4.가맹본부 관리 시스템

1.니뽕내뽕만의 Know-How 전수

-다년간의 직영점 운영 등, 전문가 노하우 전수

2.밀착형 가맹점 관리 시스템

-각 매장별 슈퍼바이저 전담제 실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의사소통 시스템

3.신선하고 믿을 만한 물류/유통 시스템

-대기업 물류 시스템을 이용한 안전한/신선한 
  먹거리 제공

4.매출 극대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매장 특성에 맞게 각종 프로모션 기획/제공

5.각 가맹점 별 운영 전략

-정기적인 슈퍼바이저의 방문 및 세심한 운영지도

-QSC(품질유지, 서비스, 청결)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개선

니뽕내뽕 프랜차이즈 체제



NIPONGNAEPONG PROCESS
니뽕내뽕의 프로세스



NIPONGNAEPONG EXPENSE
니뽕내뽕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항목 내용 금액

가맹비

정기로열티

주방지원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인테리어

주방장비

집기

기물 및 홀비품

오픈지원 및 초도물품

DID

별도공사

브랜드사용, 영업노하우, 상권보호

메뉴상품 개발비, 지속적인 경영지도

가맹계약 이행에 관한 보증금

목공사, 도장공사, 전기, 조명, 등기구, 주방설비, 방수, 타일

온라인 홍보 또는 오프라인 홍보, 야외홍보용 배너, 메뉴판, 유니폼, 명함, 전단

매장 영상 기기

26인석 주방도구 및 판촉물, 홀 전품목 일체(2인 테이블 추가시 10만원)

주방기기용품 전품목(토핑작업다이냉장고 1조, 상부선상, 싱크대,

세척기, 건조대, 면싱크, 낮은렌즈 2PS, 양념다이(1ea), 4구 렌지,

냉장냉동고, 피자 오븐, 피자 오븐다이, 냉소스통), 위생용품, 청소도구

단) 작업다이, 작업냉장고, 2구렌지, 양념다이, 제빙기, 선반 추가 시 

추가비용 발생

이론교육, 실습주방교육, 현장체험교육, 점장교육,

점포메뉴얼, 서비스메뉴얼, 슈퍼바이저 오픈매장 투입

철거, 전기증설, 닥트공사, 냉 난방기, 외부테라스, 소방, 외부공사, 외부간판

화장실, 의자, 탁자, 보안, 인허가비용, 포스

10,000,000 원

(20PY기준)
20,000,000원

5,000,000 원

3,000,000 원

3,000,000 원

별도

5,000,000 원

최초 가맹 시 800,000원
(2개월 분 선납) 2개월 후
매월 400,000원 납부

20PY 기준
38,000,000원

(평당 1,900,000원)





본사 OFFICE

연락처 : 02-465-0987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68, 
201호 제이테이블

영남지사 OFFICE

연락처 : 051-518-2848

주소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48-8, 3층(장전동)

R&D센터

연락처 : 02-452-2848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3길 45, 경현빌딩 2층 

1688-4650
대표 가맹문의



www.nipongnaepo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