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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위치 정하는 방법

장사는 입지다� 라는 틀을 깨버리세요�

배달 전문점� 매장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흔히 장사에서 목이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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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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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화이자코로나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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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백신,

퇴직금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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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월세공제,

종부세과세대상,

3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4차재난지원금,

배달음식점창업비용,

3차재난지원금대상,

코로나백신,  종부세기준,

배달음식점창업,  종부세,

코로나,  배달전문점,

퇴직금,  식당창업,

배달전문점창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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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주변이나 유명한 건물 근처와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당연히

좋겠죠�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앞처럼 사람들이 잠시라도 머물면서 시선

이 고정되는 곳도 괜찮아 보입니다� 혹은 같은 건물이라도 모퉁이에 있는 가

게가 아무래도 더 입지가 좋겠죠�

하지만 배달 전문점의 경우 입지에 있어서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배달 전문점을 창업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 비용의 절약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임대료나 보증금 등 부대 비용이 많이 들게 마련입니

다�

그렇다면 배달 전문점의 매장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입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배달전문점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번화가나 먹자 골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거 지역도 괜찮고 이면 도로도

괜찮습니다� 꼭 1층이 아니라 2층에 입점해도 배달 기사가 음식을 픽업하는

동선이 너무 길지만 않다면 이 또한 괜찮죠��

다만 개인적으로 지하는 추천하지�않습니다� 비용을 더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청소나 식자재 보관 등 위생 유지에 있어서 힘든 점이 많거든요�

보증금과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매물들

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차재난지원금프리랜서,

퇴직금지급규정,

3차재난지원금신청,

종부세납부기한,

배달전문점창업,

종부세세율,

종합부동산세

전체 방문자

22,764
Today : 656

Yesterday :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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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배달 상권입니다�

보통 배달의 민족 광고 범위는 반경 3km 정도입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차이

는 있습니다� 치킨 카테고리의 경우 1�5km 입니다��

이 반경 이내에 다음과 같은 배달 상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배달전문점 위치 정하는 방법�

뉴타운 같은 대단지 아파트 근처 괜찮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다른 상가들이

입점하기 전에 한 박자 빨리 들어간다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제 가게는 성동구에 위치했었는데 금호동� 옥수동� 신당동� 행당동으로 이어

지는�아파트 주민 단골 고객님들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근처도 괜찮습니다� 점심에 단체주문 쏠쏠하고 밤 늦은 시간에 야식

수요도 많습니다� 다만 여름� 겨울 방학에는 지방에 내려가는 학생들 때문인

지 평소보다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생� 직장인들이 밀집된 원룸촌이나 모텔촌 근처도 괜찮습니다�

신림동처럼 원룸들이 극단적으로 밀집된 곳이 아니더라도 원룸들이 모여있

는 상권에서는 기본 수요는 보장되는 편입니다� 1인가구에서 배달수요가 더

많습니다�

모텔촌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문이 들어옵니다� 단골같은 재주문으로 이

어지지는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동선입니다�

기사가 픽업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게 마련인데요� 우리 가게만 멀리 떨어져 있다

면 기사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차라리 근처에 다른 배달전문점들이 있어서

음식 여러개를 빨리 픽업해서 출발하게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우리 가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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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하나만 곱게 신속하게 가져가길 바란다면 직접 배달을 가시거나 기사를 고

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나 안정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배달 기사

직접 고용은 만류하고 싶네요�

배달전문점이다 보니 배달대행업체 선정과 같은 배달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험을 살려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전문점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

다�

'자영업_사업_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달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 장점  (0) 2020.10.08

배달전문점 창업 자체브랜드로 시작한 이유  (0)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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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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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