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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 수익 창출 모델

금융상품 부동산 상품투자 프랜차이즈
예적금, 펀드, 주식, 가상화폐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태양광, 벤처/클라우드 펀딩 편의점, 요식업, 독서실, PC방

높은 위험성고수익 실현 가능예측불가
큰 자본 필요정부의 안정화 정책임차인과의 관계

허위과장광고투자모집인들의 불신임높은 위험성
본사의 횡포포화상태의 가맹점아르바이트생 문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안정적인부가 수익 창출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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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수의 증가

<출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보건복지부)>

1인가구 소비지출 증가

<출처: ‘2018년 가계동향조사_지출부문(통계청)>

초미세먼지 증가

최저임금의 상승

<출처: ‘한국 환경관리 공단 2019년 발표’>

<출처: 고용노동부>

2. 셀프빨래방 시장과 선택Private & Confidential!

1인 가구 증가로고객 유입 증가예상
생활 환경 변화에따른 대형 세탁물의 증가

개별 가구 당 라이프스타일의 서구화로고객 유입
최저임금의 상승으로무인 시장의 태동



2. 셀프빨래방 시장과 선택Private & Confidential!

 비/성수기가 없음
 꾸준한 고정고객
 시장 급변 상황과는 별개

안정적 매출

순수익 대비 낮은 투자비용
고정비용이 낮아 순익 증가
빠른 투자금 회수 가능

낮은 투자비용

추가 노동력 불필요
월 임대료가 낮은 매장
권리금이 없는 매장
세탁 설비의 높은 중고가격

고정&감가 비용 낮음

 본업 외 운영 용이
 주 2~3회 관리 (1시간 내외)
 CCTV를 통한 24시간 확인
 원격 키오스크 운영

관리 요소 적음



3. Why? 워시앤클린이어야 하는가!
전문 상권분석팀이 운영이 되어 입점 시 고려 되는 다양한 요소를점검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합니다.
전문가의 상권 분석 후 입점 매장 선정

초기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본사에서 직접적인 영원 지원을 진행함으로빠른 시간 안에 정착하실 수 있게 합니다.
초기 매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본사 영업 지원

당사에서는 업계 최초로 점주님과의 상호 신뢰를 위해 최저 월매출보장제를 실시하여 상생을 실천합니다.
최저 월 매출 보장

타사와 다르게 직영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 실제 운영 시의 문제와다양한 운영 know-how를 점주와 공유합니다.
본사 직영점 운영으로 사업관련 know-how 공유

고가의 Top brand 설비 사용으로 양복, 코트, 니트 및 덕다운까지 세탁이가능하여 고객들이 전문 세탁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Top brand(Huebsch, IPSO) 세탁 설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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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시앤클린의 사업 확장성

편의점 네일아트

카페 염색방 의류 수선점

아이스크림할인점

워시앤클린

다양한 점포와의 결합으로공간 활용 및멀티 비즈니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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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시앤클린의 사업 확장성

미용실 모텔

헬스클럽 연수원 기숙사

사우나

워시앤클린

주변 사업자들의 세탁용역대행을 진행하여추가 매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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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 및 인테리어

창업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가 제품을 사용하는타사와는 달리 세계 Top 브랜드인 ‘Huebsch’와‘IPSO’설비를 사용합니다.
양복, 코트, 니트, 덕다운 및 구스다운의 세탁이가능하기에 세탁소에서 처리하던 세탁물을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사양의 장비를 사용하기에 점주님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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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 및 인테리어

원목과 현대적인 인테리어 컨셉으로 고객이방문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 하였습니다.
무인카페와 무인상점 컨셉이 추가되어 점주님의 원하시는 사양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Modern &Classic

Private & Confidential!



5. 장비 및 인테리어

업계 최초로 무인카페 시스템인 ‘Mr. CUP’과 협업하여 셀프빨래방에 적용하였습니다.
BARBARACOCO사 원두와 프랑스 ‘1883’ 시럽을 사용하여 깊고 풍부한 커피의 맛을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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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비용 및 수익률
* 창업비용: 1억 5천만원 ~ 2억원 (기타 옵션 사항에 의거 변동 가능)
* 평균 월 매출: 최저 600만원 ~ 현 최고 1,200만원(본 매출의 근거는 운영중인 매장의 월 매출을 근거로 함)
* 수익률: 70% (420만원 ~ 840만원)
* 직영 개봉점 매출은 약 800만원 매출 550만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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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비용 및 수익률
분류 세부항목 금액 Remark 분류 세부항목 금액

인테리어 45,000,000₩       월 매출 매출 총액 7,930,000₩            30.5 일 (365일/12개월)
기물 구입 85,000,000₩       매출 원가 237,900₩               3%

폐업 시 잔존가치 38,250,000₩       45% 매출 이익 7,692,100₩            
권리금 -₩                   영업비용 인건비 -₩                        

폐업 시 잔존가치 -₩                   80% 광고비 -₩                        0% 2.50%
보증금 20,000,000₩       카드수수료 -₩                        

회수 가능 비용 58,250,000₩       감가상각비 764,583₩               
회수 불가 비용 91,750,000₩       보험료 -₩                        

150,000,000₩     소 계 764,583₩               
판관비 전기 250,000₩               

매장정보 세부항목 Remark 가스 250,000₩               
임대면적 16                        평 수도 120,000₩               
건축면적 -                          통신 및 IPTV 40,000₩                

평당 월 임대료 61,875₩                990,000     임대료 990,000₩               
평당 인테리어 2,812,500₩            소 계 1,650,000₩            

계약연수 10                        영업이익 5,277,517₩            
영업외수익 상품 매출 360,000₩               

1일 평균 방문인원 20 자판기 수익 150,000₩               
객단가 13,000₩                영업외비용 이자 비용 -₩                        
일매출 260,000₩               소 계 -₩                        

경상이익 5,787,517₩            
특별이익 -₩                        
특별손실 300,000₩               
세전수익 5,487,517₩            
월세금 -₩                        

세후 순익 5,487,517₩            

초기 투자
고정비용

합  계

                                               매장 손익 분석                                               개봉점

Remark

결제비율 0%, 수수료 2.5%

(교통비 및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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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50,000,000원월매출:    7,930,000원고정비:    2,205,483원순수익:    5,487,517원 (매출의 71.34%)



* 본 문서에서 언급된 금액(투자비용, 예상 매출 등)은 예상치이며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 본 문서에 언급된 자료의 사용으로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할수 있으니 본래 사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음
* 본 문서의 내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 휘주워시앤클린의 소유이므로 무단으로 사용 및 도용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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