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퍼스널 트레이닝 짐

「ShapesGirl
ShapesGirl（세이뿌스 가
르）」프랜차이즈 사업 설명서

프랜차이즈 본부 주식회사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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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저는 약 20 년 동안 톱 모델과 배우의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2006 년, 시대의 유행을 앞서서 여성 전용 개인 다이어트 짐을 개업
하고 대번성점을 운영하고 왔습니다.한편, 작금의 다이어트 열풍도
더욱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중에 , 남성에 비교하면 살을 빼기 어려
운 여성을 전문으로 한 "자세 개선 "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보유
하고있는 우리에게 은 바로 천재일우의 발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테틱 시장이 축소하는 중에 향후 확실히 여성을 전문으로하는
개인 다이어트 짐은 확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이 "ShapesGirl (세이뿌스 가르) '에 함께 운영 해
주셔서 함께 성장을 목표로하고 프랜차이즈 파트너를 되신 제안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Shapes 대표 이사

尾関紀篤 (오제키 토시아키)

2

■ShapesGirl（세이뿌스 가르）본부

개요

회사 명

주식회사Shapes

본사

東京都目黒区青葉台3-1-8-306

대표 이사

尾関 紀篤 (오제키 토시아키)

설립

2006年6月

사업 내용

개인 짐 경영, 프랜차이즈 사업, 트레
이너 스쿨 사업

직원 수

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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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sGirl（세이뿌스 가르）는
★앞으로 시장이 확대 될,
"여성 전용 퍼스널 다이어트 짐"입니다
(1) 11 년의 경험이 뒷받침 된 "정말 살을 빼기 "여성 전용 프로그램
(2) 尾関 紀篤 (오제키 토시아키)의 압도적 인 브랜드 파워
(3) 여성 트레이너에 의한 여성 전용 짐 안심 공간
● 기존의 에스테틱 고객의 시프트!
많은 여성들에게 "정말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
하다"고 인식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 인재 확보가 용이!
개인 트레이너를 목표로하는 인재가 많아지고있을뿐만
아니라, 업무 위탁 계약에 의한 인건비의 유동화도 가능
합니다
● 메인터넌스 계약 체결에 의한 안정된 경영의 실현!
고 단가 · 고수익 단기 프로그램 매출뿐만 아니라 레슨 계
약 종료시에 확실한 '연간 메인터넌스 "계약
(연 45 만 엔)을 획득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실현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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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sGirl（세이뿌스 가르）개요
구마모토 점 （FC）熊本県熊本市中央区上通町5-46 上通町이스턴 빌딩1階
● 세련된 외관으로 집객력 업

● 여성 취향의 인테리어로 클로징 율 업

● ShapesGirl熊本店 TV 방송201703

⇒ https://youtu.be/iXOTy4Az8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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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sGirl（세이뿌스 가르）의 메리트
◎ 잠재 고객을 "내점 ~ 계약"가득률 80 %
⇒ 11 년 노하우의 집대성 의한 「영업 · 접객 매뉴얼 "
⇒ 디자이너와 제휴를 한 '여성이 다니고 싶어지는 내 외장 "
◎ 경쟁 업체와 압도적 인 차별화
⇒ 톱 여배우의 카리스마 트레이너 "오제키 紀篤」의 브랜드력
⇒ 여성이 살을 빼기 쉽게하는 「자세 개선」도입 한 결과 중시의 보디
메이크 프로그램
◎ 조기 투자 회수가 가능
⇒ 음식점과 달리 고가의 시설과 주방 기기 등이 필요
⇒ 원가 필요없이 고수익
◎ 해외 전개도도 가능
⇒ 일본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 출점 지원도 가능

6

■ShapesGirl（세이뿌스 가르）점포 일람
【직영점】
・본점
【주소】東京都渋谷区南平台町13- 15 南平台하이츠102
⇒2006 년 오픈： 3인 체제

【프랜차이즈 점포】
・구마모토 점
【주소】熊本県熊本市中央区上通町5-46 上通町이스턴 빌딩1階
⇒ 2006 년 오픈： 1인 체제

・미에 津店
【주소】三重県津市垂水2910-11
⇒ 2007 년 오픈： 1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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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sGirl（세이뿌스 가르）비즈니스 개요
1명의 트레이너 패턴 = 15평 정도

가입비

3,000,000円

가맹 보증금

1,000,000円

연수 비용

600,000円

（1名／30日）

영업 지원

500,000円

매출액
원가

1,500,000円
0円

인건비 1 명

300,000円

집세(20,000엔/평)

300,000円

판촉비

150,000円

로열티(칸토지구만 15%)

225,000円

트레이너 관리비 (1 명)

100,000円

(5 일 정도)

설계 감수 비용

1,200,000円

(별도 교통비 실비)

트레이닝기기

1,300,000円

(1 ~ 2 명의 트레이너 패턴)

점포 컨설팅 비용 (1 점포)
시스템 관리 비용 (1점포)

기타 비용
영업 이익（22.9%）

30,000円
1,000円
50,000円

344,000円

(칸토 특별구 패턴의 계산에서 다른 지역은 로열
티에가 없기 때문에 이익률은 업합니다)

계약 기간 5 년
※ 별도 외장 비용, 부동산 취득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그
러나 내 외장업자의 지정은 없습니다.
※ 상기 직영점의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 한 것으로, 이후
개업 점포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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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sGirl（세이뿌스 가르）비즈니스 개요
2명의 트레이너 패턴 = 20평 정도
매출액
원가

3명의 트레이너 패턴 = 25평 정도

3,000,000円
0円

매출액
원가

4,500,000円
0円

인건비 2명

600,000円

인건비 3 명

900,000円

집세(20,000엔/평)

400,000円

집세(20,000엔/평)

500,000円

판촉비

150,000円

판촉비

150,000円

로열티(칸토지구만 15%)

450,000円

로열티(칸토지구만 15%)

675,000円

트레이너 관리비 (2 명)

200,000円

트레이너 관리비 (3명)

300,000円

점포 컨설팅 비용 (1 점포)
시스템 관리 비용 (1점포)

기타 비용
영업 이익（37.3%）

30,000円
1,000円
50,000円

1,119,000円

(칸토 특별구 패턴의 계산에서 다른 지역은 로열
티에가 없기 때문에 이익률은 업합니다)

※ 上記はあくまでも直営店の実績をもとに算出したものであ
り、今後の開業店舗の業績を保証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점포 컨설팅 비용 (1 점포)
시스템 관리 비용 (1점포)

기타 비용
영업 이익（40.0%）

30,000円
1,000円
50,000円

1,894,000円

(칸토 특별구 패턴의 계산에서 다른 지역은 로열
티에가 없기 때문에 이익률은 업합니다)

※ 上記はあくまでも直営店の実績をもとに算出したものであ
り、今後の開業店舗の業績を保証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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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문의
주식회사Shapes
도쿄도 메구로구 아오바 다이 3-1-8-306
전화 : 03-3463-6666
또는
도쿄도 시부야구 南平台 마치 13-15 南平台 하이츠 102 세이
뿌스 가르 본점
전 화 : 03-6416-3706
E-MAIL : shapes@ozekitoshiaki.com 담당 : 오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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