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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작은 규모의 가게라도 창업을 하려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창업 전 할 일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적겠

습니까�

진지하게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시고 종이

에 10분간만 창업 전 할 일 to do list 를 작성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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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결정

프렌차이즈 / 자체브랜드 결정

상권 분석

가게 자리 알아보고 계약

인테리어

재료 거래처 뚫기

최근글 인기글

3차 재난지

원금 신청…

2021.01.12

특고프리랜

서 3차재…

2021.01.10

3차 재난지

원금 신청…

2021.01.04

3차 재난지

원금 대상…

2021.01.03

연말정산 의

료비공제 …

2021.01.02

최근댓글

태그

종부세란,

3차재난지원금,

화이자코로나백신,

퇴직금계산방법,

화이자백신,

퇴직금지급기한,

3차긴급재난지원금,

종부세뜻,

연말정산월세공제,

종부세과세대상,

3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4차재난지원금,

배달음식점창업비용,

3차재난지원금대상,

코로나백신,  종부세기준,

배달음식점창업,  종부세,

코로나,  배달전문점,

퇴직금,  식당창업,

배달전문점창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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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개발

직원 채용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신청

배달대행 업체 선정

홍보 등

.

.

.

자� 어떤가요� 할 일이 참 많죠�

아마 이정도 리스트는 많은 분들이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스트에 많이 못미칠 정도로 적으셨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더 열

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언급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것들만 적어보았는데요�

이 리스트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뺀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직접 배달전문점에서 일해보기' 입니다�

�배달전문점 창업 준비� 반드시 할 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항목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또는 경험자의 강의나 조언 등을 접하면서 어

느 정도는 비슷하게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내가 배달전문점을 창업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결

정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3차재난지원금프리랜서,

퇴직금지급규정,

3차재난지원금신청,

종부세납부기한,

배달전문점창업,

종부세세율,

종합부동산세

전체 방문자

22,764
Today : 656

Yesterday :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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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달전문점을 창업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메뉴를 찜닭�닭볶음탕으로 정

한 후에 지인의 소개로 찜닭 배달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비록 알바였고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A부터 Z까지 다 배우려고 노력했습니

다� 제가 2달도 안되는 짧은 시간만 일해서 그런지 레시피는 알려주시지 않더

라구요� 그래서 레시피는 제가 독학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포스팅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시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컴퓨터로 주문을 받는 방법� 주문서를 뽑고 주방에 주문 내용을 전달하는 방

법� 주문 전화 받는 방법� 랩핑하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배달 대행 프로그램

에 업로드 하는 방법� 기사들 대하는 방법� 클레임 처리하는 방법 등등등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말 많은 일들을 단시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본다고 해도 절대 알

수 없을 살아있는 정보들이었어요�

가까운 곳은 직접 배달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같은 고객들을 마주

치기도 했죠�

이렇게 현장에서의 진짜 경험이 쌓이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혹은 할 수 없겠다� 입니다�

이 부분이 첫번째 갈림길 인 것 같아요� 내가 해본 이 일을 사시사철 할 수 있

을지� 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말을 포기할 수 있을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

게 됩니다�

그 고민 끝에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바로� �그렇다

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입니다�

현장에서의 경험들 하나하나를 내가 나중에 가게를 차렸을 때의 상황에 대입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건�나같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설

정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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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입

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네요�

배달전문점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동종업계� 비슷한 가게에서 무급으로라

도 반드시 일을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성수기� 비수기를 다 겪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배달전문점 창업 준비� 반드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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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_사업_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달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 장점  (0) 2020.10.08

배달전문점 창업 자체브랜드로 시작한 이유  (0) 2020.09.25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배달전문점 꼭 가야 하는 이유  (0) 2020.09.23

배달전문점 창업 준비� 반드시 할 일  (0) 2020.09.12

배달전문점 위치 정하는 방법  (0) 2020.09.09

왜 배달 전문점을 창업해야 하는가  (0) 2020.09.06

태그

배달가게창업 배달업체사장되는방법 배달업체창업

배달전문점창업 창업 창업전준비사항 창업준비

관련글

배달전문점 창... 프랜차이즈 창... 배달전문점 위... 왜 배달 전문점...

댓글 0

 1  ···  15  16  17  18  19  20  21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등록비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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