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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축산물 유통 노하우와 
20년 전통의 육류 가공기술이 결합해 탄생한 유어쉐프는 
소비자가 최고 품질의 고기를 더욱 간편하고 
올바르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육식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어쉐프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입맛을 만족시키고
가맹점주님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고·최선의 목표는 점주님의 만족입니다.
점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유어쉐프만의 경쟁력을 소개합니다.

급조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유통·가공분야 전문가가  
점주님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의 부담을 알기에
타사 대비 가입비와 교육비를  
최소화하여 점주님의 초기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7페이지 참조)

손쉽게 메뉴를 준비할 수있도록 
가공 완료된 식자재를 공급하며  
오픈 후, 지속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육식미가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위기의 자영업자와 함께하기 위해 
‘고기는 숯불이 진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런칭한 숯불구이전문점입니다. 
특제소스로 양념한 양념구이와 전통의 쪽쪽갈비, 최상위 순종 100% 베요타 이베리코, 
프리미엄 양갈비 등 다양한 직화구이 메뉴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뢰와 경쟁력은
브랜드의 기본입니다

회사 및 브랜드 소개
COMPANY & BRAND STORY

GOOD
FRANCHISE

20년 경력의
육류가공 전문가

육식미가  공동대표  장 영 애

30년 경력의
축산물유통 전문가

육식미가  공동대표  박 경 우

당신의 성공을 요리하는 - 유어쉐프

언제나 최선은 점주님의 만족입니다

“유어쉐프는 안전한 먹거리, 행복한 식탁을 만듭니다”

F R E S H · M E A T · & · B E S T · Q U A L I T Y

1 2 3유어쉐프 경쟁력 유어쉐프 경쟁력 유어쉐프 경쟁력

전문가 프랜차이즈 신뢰의 본사 시스템부담없는 초기 비용



양념숯불구이
100% 목살에 국내산 배와 양파의
특제 양념이 내는 최고의 감칠 맛!

양념구이+쪽쪽갈비 세트
양념구이의 감칠 맛과 쪽쪽갈비의 
쫄깃함이 합쳐진 세트 메뉴

20년 전통의 쪽쪽갈비
짭쪼롬한 비법 양념과 뜯어먹는 
재미가 있는 등갈비의 고소함

프리미엄 양갈비
냄새가 거의 없고 부드러운 육질의 
6개월 전후의 어린 양

최상위 등급 이베리코
순종 100% 베요타 등급의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치즈 모짜렐라·체다·고다
고기의 풍미를 더 높여 주는  
찍어먹는 자연 치즈

갱시기 김치콩나물죽
쪽쪽갈비의 최고 파트너!
속이 확~ 풀리는 김치콩나물죽!

냉소면
치자소면으로 만든 담백하고  
시원한 냉소면

청국장뽀글이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 
술술~ 넘어가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

2004년 등갈비를 드시러 오셨던 젊은 부부는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다 장난감대신 등갈비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금새 울음을 그치고 웃으며 등갈비를 먹었고, 

가족은 즐겁게 식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쪽쪽’거리며 맛있게 먹던 

아이의 모습에서 보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즐거운 

‘쪽쪽갈비’가 탄생되었습니다.

출처: 육식미가  공동대표  장 영 애

20년전통, 쪽쪽갈비 이름의 유래

양념숯불구이
칼집 속에 숙성된 특제 양념의 감칠 맛!

쪽쪽갈비
20년 전통, 뜯어먹는 즐거움이 가득!

양갈비
부드러운 육질의 생후 6개월 스프링램

프렌치랙
숄더랙

이베리코
최상위 순종 100% 베요타 등급

갈비살·목살
항정살

고객님과 점주님,
모두가 만족하는 장인의 맛

메뉴 및 상세 정보
MENU & INFORMATION

전 세계 4대 진미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고기와 지방 맛의 조화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

갈비살 항정살목살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도토리, 허브, 유채꽃을 먹고 자란 
전 세계 4대 진미 - 토종 흑돼지 이베리코!
육식미가 이베리코는 최상위 등급인 100% 순종 베요타만을 취급합니다

IBERICO P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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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 RACK

BARBECUE
PORK RIBS

BARBECUE
SPICY PORK

숄더랙

프렌치랙

고기는 숯불이 진리다
20년 육류가공 장인에 의해 정성껏 개발된 모든 메뉴는  
변함없는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점주님이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HACCP 인증을 획득한  
직영 가공공장에서 전처리 완료되어 공급됩니다.

사계절, 남녀노소를 위한 특화 메뉴로 안정적 수익!



오픈 준비 및 홍보

설계 및 디자인

가맹 문의

매장 오픈 성공신화의 시작

점주 교육

가맹 계약

인테리어 공사

상권분석/타당성 조사

원부재료의 초도물량,  
소모품, 비품,  집기류 입고와  

오픈 홍보 및 시운전

인테리어팀의 실측 후, 
해당 지역과 매장에 최적화된 

설계 및 디자인

예비 점주님의 희망 지역과  
상황(예산, 규모)에 따라  

맞춤형 창업 설계

오픈 전후, 
점주님의 눈높이에 맞춰
오픈 행사 및 영업 지원

숯불구이전문점
육식미가와 함께
성공신화 시작!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점주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해  
메뉴·서비스·마케팅 등 교육

점주님의 매장에 대한  
인허가 사항 등을 검토 후,  

가맹계약 진행

기초 공사 및 
내외장 인테리어 시공
(점주 직접 시공 가능)

본사 가맹 컨설턴트의
입지·경쟁력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조사

점주님의 성공을
함께합니다

점주님의 마음에서
한번 더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및 개설과정 개설 비용
Interior & Process START-up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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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테리어 활용 가능

직접 인테리어 시공 및 집기 구매

지역·매장 맞춤형 인테리어 설계

구 분 세 부 사 항 금 액

가 입 비 상표 및 서비스 사용권, 운영 지도, 개점 지원 등 300

계약이행보증금 가맹 계약 종료 시 환불 / 부가세없음 200

교 육 비 메뉴 및 서비스·운영 교육 200

로 열 티 가맹 계약 기간 중 매월 20

인 테 리 어 25평 기준 (평당 150만원) 
목공사, 내부 전기 및 조명·금속·도장·바닥공사 3,750

간 판 간판, 내외부 실사, 내부 POP 등 / 본사와 협의 직접 시공 가능

시 설 비 주방기기, 기물, 탁자, 의자, 포스 등 / 본사와 협의 직접 구매 가능

초 도 물 품 가맹점 영업을 위한 축산물 및 가공육 500

합 계 간판·시설비 제외 / 철거·가스·전기증설·외부공사, 상하수도·소방설비, 
덕트·어닝·폴딩도어 설치 등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비용 4,970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로열티, 초도물품 이외의 비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과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인테리어 도면은 각 매장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설계가 적용됩니다.

(단위:만원/부가세별도)

“점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초기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가맹문의

“육식미가와 성공을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39535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산업단지7로 212

tel. 054.432.7795  fax. 054.433.1367 

www.yourchef.co.kr

주식회사 유어쉐프

경산백천점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217길 7-1   053-811-2321
의성안계점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5길 7   054-861-7792
구미확장단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1로4길 14 이룸프라자 203호   054-604-5211
왜관점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74, 1층   054-977-1365
상주직영점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4길 127 현대유니언 APT 105호   054-533-9995
도청점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양지4길 12   054-655-8002
용인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3, 2층   031-287-9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