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Maid2Clean 마스터 프랜차이즈 면허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무엇입니까?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한 국가 (영국의 예 Maid2Clean)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기업이 다른 나라 (북한 등)에 자사의 브랜드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마스터 가맹업
Maid2Clean가 북한에서 마스터 라이센스에 관심이있는 사람들 이야기에
관심이있다.
Maid2Clean는 국내 청소 시장에서 성공적인 영국 관리 프랜차이즈입니다.
영국에서 100 가맹업자 거래 이상 Maid2Clean 지금은 영국 제도에서 일부
9,000업자에 대한 작업을 제공과 함께.
아일랜드와 캐나다의 존재 또한, maid2Clean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북한
시장으로 확장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Maid2Clean은 국내 청소 서비스 부문의 독자적인 관리 기관의 개념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지원자를 활성화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Maid2Clean 강한 경영 및 상업 통찰력과 장기 플레이어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사업을 실행하고 가맹업자의 네트워크를 개발 경험을 갖습니다.
당신은 북한이 한국 시장 내에서 작동하는 Maid2Clean 영국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Maid2Clean되지 않는다이 단계에서 하나의 단위 가맹업자에 대한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경우 모두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기에 관심을 가질만한
북한의 Maid2Clean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부가 일하러 나가서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사실상 불황 증거입니다. 이 바쁜 사람들이 Maid2Clean 기관 서비스의 감사를받는
사람입니다. Maid2clean 사업은 이미 높은 이윤 증가 고객의 요구와 함께 1993
년부터 검증된 개념이다. 가옥 먼지 경제가 수행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수요와
서비스 및 프랜차이즈 라이센스에 모여 휴회 시대에도 강한 남아 있습니다.
섹터를 청소 국내 서비스는 밖으로 그들이 원하는 생활 양식을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에 점점 더 많은 부부로 지난 20 년 동안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거기가 더 가맹업자 또는 석사 면허 소지자로 관련 청소입니다 - 모두 경영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라이센스 (franchisor)으로서, 귀하는 물론 브랜드의
파워를 활용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프랜차이즈 작업을 성장 위치 것입니다.

Maid2Clean 마스터 라이센스의 장점
Maid2Clean 마스터 프랜차이즈 기회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뿐 아니라 franchisor로서 귀하의 지역에서 • 독점권, Franchisee
당신을 만나서 • 만족도들의 주거 청소기가 많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으로
다른 비즈니스를 성장 도움을주고 있습니다
• 낮은 총 투자는 다른 마스터 라이센스 개념 비교
• 유연한 근무 시간
Maid2Clean하려면, 비즈니스 경험을 사용하는 능력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지식을 능가합니다. 그건 마스터 Franchisor 신청자는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했다.
Maid2Clean 마스터 라이센스 패키지
귀하의 동의 지역의 Maid2Clean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점 개발
권한이 부여됩니다.
제품이나 제복을 입은 차량을 청소, 북한 한국어 건물에 투자할 필요가있을
것이다, franchisee의 대리점 사업은 소규모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또한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스터 가맹업자 국제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Maid2clean 마스터 라이선스와 다음을 받게됩니다 :
북한 • 출시 프로그램
그들의 북한 한국어 석사 테리토리 전역 Maid2Clean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권리를 •.
권리를 • Maid2Clean 상표, 서비스 마크 및 기타 상업적인 기호를
사용하십시오.
•이 - 어떻게 가맹업자의 기업 countrywide 개발해야할지
지속적인 지원, 교육 및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영국에서 Maid2Clean과 •
인터페이스
가맹업자에 대한 국민 계정 프로그램을 개발 •
• 노하우 북한의 브랜드 인지도를 만드는 방법의
반복 고객과 강한 여백을 만드는 방법의 지식 •
백업 경험 고위 경영진의 지원과 •
• 우리의 높은 고유 브랜드 이름은 (우리가 일을하는 주석을 말합니다!)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인정 브랜드를 •.
, 독점 보호 및 관대한 마스터 영토 라이센스를 •
• Maid2Clean 독점 시스템 및 방법 현지화와 사용 북한에 대한
• 온라인 기술 자료
1993 년부터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

마스터 라이센스 사용자는 그들의 국가에 적응됩니다 입증된 Maid2Clean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신의 지역
Maid2Clean 청소 대행사를 실행하고자하는 개인이 자신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라이센스에 지정된 지역 내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소유자 것이다 모집 및
수상 프랜차이즈.
투자
투자는 IE를 찍은 마스터 라이센스 영토의 크기를 기반으로합니다 지리적
마스터 프랜차이즈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프랜차이즈 라이센스의 수를 할당.
수수료는 초기 선행 지불의 형태를하고 추후 지속적인 로열티 Maid2Clean과
마스터 Franchisor 사이에 동의하는 소요됩니다.
마스터 Franchisor의 운영 매뉴얼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현지화의
비용을 부담하셔야합니다. 로열티는 고정 매월 요금입니다.
우리가 50:50으로 모집 각 franchisee에 초기 프랜차이즈 비용을 흘렸을거고,
각 franchisee에 대한 로열티는 매스터 가맹업자의 부탁에 25분의 75 %를 나눌
것입니다.
마스터 franchisee는 다음 열기 또는 많은 프랜차이즈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지역 내에서 원하는대로 전매 허용됩니다.
마스터 Franchisor로서 당신은 한국의 북한 시장의 면허 될 전망 프랜차이즈
가맹업자에게 라이선스를 판매와 함께 모두 고객님 Maid2Clean 정리 작업을
관리하는 책임을 것입니다.
필수적인 자질과 능력
• 사업에 성공 배경
• 강력한 윤리
구두 및 서면 형태로 • 행운을 전해주는 (북한 한국어)
• 똑 부러지고, 끈기 및 작업 열심히
• 제품 보유하고 재정 능력과 모집할 수있는 자원 및 지원 지역 가맹업자
개발 및 사업을 관리 • 이전 경험.
수있는 능력과 자원을 Maid2Clean 브랜드를 구축 •
• 능력은 네트워크에 대한 파일럿 시스템을 실행하려면
• 능력 혼자 일을하고 팀을 리드
• 영업 경험
• 열정과 능력을 완벽하게 Maid2Clean의 운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참여
• 좋은 대인 관계, 영향 및 사교 능력
• 기업가 정신
• 비즈니스 환경에 익숙한 폭력 전문가와 사업가들과 거래

적합한 자질과 기술
• 가맹업에 이전 경험
• 강력한 판매 경험
• 개척, 기업과받는 것을 즐긴다 시장 최초로
• 업종 지식
교육 및 지원
영국의 스타로 • 종합 훈련 북한
일 대 일 운영 등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Maid2Clean 운영, 프랜차이즈 시스템
지원 및 프랜차이즈 성장을위한 • 비즈니스 관리 지식
• 영업 및 마케팅 교육 및 지원
• 기존 인프라가 귀하의 나라에서 우리 브랜드의 석사 Franchisee로서 귀하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을 프로 파일링 강한 프랜차이즈 후보를 얻을 수 있도록
• 초기 및 단추로 번성 프랜차이즈 시스템 관리에 도움이 될
• 지식과 기풍 Maid2Clean 배후 'Sweep2Left'전체 시스템의 모범 사례를 상표
사부님 지원팀을 통해 관리 • 지원
현장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지원을 통해 컴퓨터 • 운영 지원
• IT 시스템 지원
• 관리자 기능
• 결제 시스템
• 정기 프랜차이즈 사업 상담
• 비즈니스 리뷰 및 분석
• 마케팅 입력
• 프랜차이즈 상품 개발
• 홍보 도움
franchisee 위치 방문과 영국 • 초기 훈련
지역화에 대한 • 작전 매뉴얼
• 기술 지원 핫 라인
당신은 전문 지식, 모범 사례 및 지식의 프랜차이즈와 필요한 지원을 •. 당신은
단순히 물건을 집중하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개통 • 도움말
• 조언 적응 Maid2Clean 시스템 해당 지역의 문화와 경제
작은 인벤토리
• 최소한의 인력 요구 사항
• 돈 미리 만들기 - 모든 프랜차이즈에서 귀하의 지역에서 수여
• 잔여 소득
초기 단계에 아직도 성장 태세 • 산업 호황
(이 아래와 각 franchisee)를 허용 • 당신만의 독점 시스템은 결국 당신없이
실행할 수있는 사업을 구축
• 교육 및 지원

• 유명한 화이트 칼라 프랜차이즈 사업
이런 시대에서 찾을 수 드문 가치관과 비즈니스 문화의 일부가되기 •
• 불황에 강한 산업
당신이 다음 단계는 sales@maid2clean.co.uk에서 마이크 Hanrahan로
이력서를 보낼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장이 독특한 기회를 의논하고자하는
경우
Read phonetical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