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정 보 공 개 서

주 하늘교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하늘교육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일 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

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하늘교육 사업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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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로 신고하실 수 있

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곳의 정보 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 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관계 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관계사

주 서초입시
연구사

서초종로학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길 서초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진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관계사

주 목동입시
연구사

목동종로학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목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관계사

주 노량진종
로학원

노량진종로학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노량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관계사
주 서초종로

학원
서초종로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관계사
주 종로학원 종로학원

서울시 중구 청파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 하늘교육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서울시 중구 청파로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당사의 최근 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서진원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서울시 중구 청파로 주 하늘교육 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종로학원

서울시 중구 청파로 주 종로학원 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길 서초동

주 서초입시연구사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진원

관계 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임성호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서울시 중구 청파로 주 하늘교육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종로학원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주 종로학원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서울 양천구 오목로 
주 목동입시연구사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주 노량진종로학원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길 
주 서초종로학원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관계 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서진근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서울시 중구 청파로 주 하늘교육 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관계 이름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정희상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서울시 중구 청파로 주 하늘교육 감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성호

당사는 바로 전 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 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

업을 경영한 기업 을 인수 합병 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

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 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하늘교육 교육원

상  호 하늘교육 교육원
해당지역 초등학교명을 기준으로 명칭사용

해당 광역시 구를 기준으로 명칭사용

상표 서비스표

상표 등록번호

하늘교육
하늘교육 수학 대표 브랜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호

초등내신 대비 하늘교육 초등수학 내신 브랜드

중등내신 대비 하늘교육 중등수학 내신 브랜드

하늘교육 하늘교육 사고력수학 브랜드

하늘교육 하늘교육 과학 대표 브랜드

하늘교육 하늘교육 실험과학 브랜드

하늘교육 하늘교육 영어 대표 브랜드

하늘교육 영어단어교재 브랜드

하늘교육
하늘교육 국어 논술 대표 브랜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호

학교시험 만점학습 하늘교육 내신교재 브랜드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당사의 바로 전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년

년

년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6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5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하늘교육 (단위 : 원)

손 익 계 산 서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Ⅰ. 영  업  수  익(주석14) 40,594,600,472 40,253,133,146

1. 교  재  수  익 32,896,267,857 31,294,649,058

2. 학  원  수  익 5,741,723,156 7,176,345,194

3. 기  타  수  익 1,956,609,459 1,782,138,894

Ⅱ. 영  업  비  용(주석11과 14) 39,818,319,483 39,114,148,234

1. 급            여 4,907,430,655 4,996,969,428

2. 강    사     료 21,853,061,967 19,878,542,936

3. 복 리 후 생 비 518,895,709 552,462,371

4. 외 주 가 공 비 2,084,940,874 2,436,410,951

5. 여 비 교 통 비 157,993,477 163,002,259

6. 차 량 유 지 비 547,270,802 782,653,170

7. 수 선 유 지 비 32,207,507 18,516,300

8. 통    신     비 180,156,295 240,083,360

9. 수 도 광 열 비 274,563,317 264,287,322

10. 세 금 과 공 과 241,674,555 241,613,182

11. 보    험    료 101,925,664 95,409,728

12. 지 급 수 수 료 3,152,059,071 3,094,900,156

13. 지 급 임 차 료 2,635,592,664 2,703,733,910

14. 감 가 상 각 비(주석6) 330,633,731 372,681,326

15. 무형자산상각비(주석7) 32,958,294 25,436,115

16. 소  모  품  비 303,323,634 316,449,275

17. 도 서 인 쇄 비 180,676,210 215,925,095

18. 광 고 선 전 비 1,471,313,728 1,902,363,057

19. 접    대    비 68,541,425 80,512,479

20. 대 손 상 각 비 428,410 599,960

21. 운    반    비 230,476,970 294,714,388

22. 교 육 훈 련 비 4,692,000 2,928,500

23. 식 당 원 재 료 비 507,502,524 433,952,966

Ⅲ. 영  업  이  익 　    776,280,989 1,138,984,912

Ⅳ. 영 업 외 수 익 　    258,854,906 375,441,716

1. 이  자  수  익 251,234,876 339,498,897

2. 배당금수익 - 300,000

3. 잡    이    익 7,620,030 35,642,819

Ⅴ. 영 업 외 비 용 186,742,377 180,876,985

1. 이  자  비  용 23,261,484 611,680

2. 유형자산처분손실 20,255,392 71,067,579

3. 투자자산평가손실 54,620 -

4. 기    부    금 101,000,000 100,100,000

5. 잡    손    실 42,170,881 9,097,726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48,393,518 1,333,549,643

Ⅶ. 법 인 세 비 용(주석12) 167,297,034 276,085,102

Ⅷ. 당 기 순 이 익 681,096,484 1,057,464,541



제15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14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하늘교육 (단위 : 원)

손 익 계 산 서

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Ⅰ. 영  업  수  익(주석12) 40,253,133,146 37,648,851,557

1. 교  재  수  입 31,294,649,058 27,847,389,644

2. 학  원  수  입 7,176,345,194 8,399,441,604

3. 기  타  수  입 1,782,138,894 1,402,020,309

Ⅱ. 영  업  비  용(주석10과 12) 　 39,114,148,234 36,494,270,717

1. 급            여 4,996,969,428 　 4,852,606,833

2. 강    사     료 19,878,542,936 　 17,335,964,901

3. 복 리 후 생 비 552,462,371 　 534,053,349

4. 외 주 가 공 비 2,436,410,951 　 2,630,060,842

5. 여 비 교 통 비 163,002,259 　 148,162,493

6. 차 량 유 지 비 782,653,170 　 826,119,729

7. 수 선 유 지 비 18,516,300 　 16,217,608

8. 통    신     비 240,083,360 　 223,733,639

9. 수 도 광 열 비 264,287,322 　 230,648,572

10. 세 금 과 공 과 241,613,182 　 242,238,436

11. 보    험    료 95,409,728 　 93,249,865

12. 지 급 수 수 료 3,094,900,156 　 3,153,536,651

13. 지 급 임 차 료 2,703,733,910 　 2,787,946,889

14. 감 가 상 각 비(주석6) 372,681,326 　 363,013,994

15. 무형자산상각비(주석7) 25,436,115 　 15,209,041

16. 소  모  품  비 316,449,275 　 300,602,310

17. 도 서 인 쇄 비 215,925,095 　 352,524,954

18. 광 고 선 전 비 1,902,363,057 　 1,787,809,258

19. 접    대    비 80,512,479 　 90,581,010

20. 대 손 상 각 비 599,960 　 117,359

21. 운    반    비 294,714,388 　 279,932,827

22. 교 육 훈 련 비 2,928,500 　 2,021,000

23. 식 당 원 재 료 비 433,952,966 　 227,335,957

24. 잡          비 　 586,200

Ⅲ. 영  업  이  익 1,138,984,912 1,154,580,840

Ⅳ. 영 업 외 수 익 375,441,716 422,083,118

1. 이  자  수  익 339,498,897 347,423,645

2. 투자자산평가이익 300,000 3,749,424

3. 유형자산처분이익 2,635,364

4. 투자자산처분이익 3,369,382

5. 잡    이    익 64,905,303

Ⅴ. 영 업 외 비 용 35,642,819 207,023,910

1. 이 자 비 용 180,876,985 1,686,792

2. 투자자산평가손실 611,680 -

3. 유형자산처분손실 71,067,579 -

4. 기    부    금 100,100,000 200,000,000

5. 잡    손    실 9,097,726 5,337,118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33,549,643 1,369,640,048

Ⅶ. 법 인 세 비 용(주석11) 276,085,102 (45,434,860)

Ⅷ. 당 기 순 이 익 1,057,464,541 1,415,074,908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8,328,522,094 12,430,047,911

(1) 당  좌  자  산 18,328,522,094 12,430,047,911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2,860,449,650 5,628,438,698

2. 단기투자자산(주석4) 4,945,380 6,250,000,000

3. 매  출  채  권(주석14) 18,957,379 20,534,040

4. 미    수    금 6,568,100 2,115,708

5. 미  수  수  익 42,500,000 152,368,081

6. 단 기 대 여 금(주석5) 350,000,000 350,000,000

7. 선    급    금 15,009,100,570 18,457,772

8. 선  급  비  용 7,852,732 4,826,951

9.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주석12) 28,148,283 3,306,661

Ⅱ. 비  유  동  자  산 17,831,184,642 17,996,301,623

(1) 투  자  자  산 3,000,000 3,000,000

1. 장기투자자산 3,000,000 3,000,000

(2) 유  형  자  산(주석6) 12,053,601,472 12,168,800,973

(3) 무  형  자  산(주석7) 33,441,467 66,468,286

(4) 기타비유동자산 5,741,141,703 5,758,032,364

1. 보    증    금(주석14) 5,485,177,100 5,515,934,100

2.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주석12) 255,964,603 242,098,264

자      산      총      계 36,159,706,736 30,426,349,534

부                        채

Ⅰ. 유  동  부  채 9,637,625,894 4,665,035,405

1. 미  지  급  금(주석14) 609,530,493 555,422,691

2. 단 기 차 입 금(주석8) 5,000,000,000 -

3. 미 지 급 비 용(주석14) 1,875,403,805 1,761,237,903

4. 선    수    금 1,529,608,877 1,693,299,412

5. 예    수    금 553,571,408 520,133,715

6. 부가세예수금 18,753,546 2,710,770

7. 당기법인세부채 50,757,765 132,230,914

Ⅱ. 비  유  동  부  채 794,670,229 715,000,000

1. 임 대 보 증 금 720,000,000 715,000,000

2. 장기미지급금 74,670,229 -

부      채      총      계 10,432,296,123 5,380,035,405

자                        본

Ⅰ. 자    본    금(주석1) 5,176,627,000 5,176,627,000

1. 보통주자본금 5,176,627,000 5,176,627,000

Ⅱ. 자 본 잉 여 금 12,507,196,786 12,507,196,786

1. 주식발행초과금 12,507,196,786 12,507,196,786

Ⅲ. 이 익 잉 여 금(주석10) 8,043,586,827 7,362,490,343

1. 미처분이익잉여금 8,043,586,827 7,362,490,343

자      본      총      계 25,727,410,613 25,046,314,12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6,159,706,736 30,426,349,534

재 무 상 태 표
제16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15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하늘교육 (단위 : 원)



재 무 상 태 표
제15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14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하늘교육 (단위 : 원)

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2,430,047,911 11,152,189,006

(1) 당  좌  자  산 12,430,047,911 11,152,189,006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5,628,438,698 4,169,753,827

2. 단기투자자산(주석4) 6,250,000,000 6,250,000,346

3. 매  출  채  권(주석13) 20,534,040 82,236,789

4. 미    수    금 2,115,708 6,327,902

5. 미  수  수  익 152,368,081 178,305,274

6. 단 기 대 여 금(주석5) 350,000,000 351,238,045

7. 선    급    금 18,457,772 100,609,767

8. 선  급  비  용 4,826,951 8,973,103

9. 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주석11) 3,306,661 4,743,953

Ⅱ. 비  유  동  자  산 17,996,301,623 18,018,136,553

(1) 투  자  자  산 3,000,000 3,000,000

1. 장기투자자산 3,000,000 3,000,000

(2) 유  형  자  산(주석6) 12,168,800,973 12,230,819,177

(3) 무  형  자  산(주석7) 66,468,286 49,664,401

(4) 기타비유동자산 5,758,032,364 5,734,652,975

1. 보    증    금(주석13) 5,515,934,100 5,506,421,050

2.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주석11) 242,098,264 228,231,925

자      산      총      계 30,426,349,534 29,170,325,559

부                        채

Ⅰ. 유  동  부  채 4,665,035,405 4,431,475,971

1. 미  지  급  금 555,422,691 604,872,126

2. 미 지 급 비 용 1,761,237,903 1,474,751,347

3. 선    수    금 1,693,299,412 1,660,951,021

4. 예    수    금 520,133,715 532,123,059

5. 부가세예수금 2,710,770 2,425,320

6. 미지급법인세 132,230,914 156,353,098

Ⅱ. 비  유  동  부  채 715,000,000 750,000,000

1. 임 대 보 증 금 715,000,000 750,000,000

부      채      총      계 5,380,035,405 5,181,475,971

자                        본

Ⅰ. 자    본    금(주석1) 5,176,627,000 5,176,627,000

1. 보통주자본금 5,176,627,000 5,176,627,000

Ⅱ. 자 본 잉 여 금 12,507,196,786 12,507,196,786

1. 주식발행초과금 12,507,196,786 12,507,196,786

Ⅲ. 이 익 잉 여 금(주석9) 7,362,490,343 6,305,025,802

1. 미처분이익잉여금 7,362,490,343 6,305,025,802

자      본      총      계 25,046,314,129 23,988,849,58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0,426,349,534 29,170,325,559



당사의 바로 전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하늘교육

년

년

년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임성호 대표이사 현재 주 하늘교육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서진원 이사 현재 주 하늘교육 이사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서진근 이사 현재 비상임 이사

정희상 감사 현재 비상임 감사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 명

직원수 명
상근 비상근

년 월 일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 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관계사
서진원

주 종로학원
이사

가맹사업경영 현재
종로학원

등록번호 라는 
영업표지의 교육서비스업 경영

관계사
임성호

주 종로학원
대표이사

가맹사업경영 현재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주 하늘교육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출원
등록

출원 제
등록 제

주 하늘교육

하늘교육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출원
등록

출원 제
등록 제

주 하늘교육

하늘교육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출원
등록

출원 제
등록 제

주 하늘교육

하늘교육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출원
등록

출원 제
등록 제

주 하늘교육

하늘교육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출원
등록

출원 제
등록 제

주 하늘교육

하늘교육

상표권

학습지제작

교육시험

인터넷학습

출원
등록

출원 제
등록 제

주 하늘교육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 특허 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Ⅱ. 가맹본부의 [하늘교육 교육원/센터]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 하늘교육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임성호 현재 서울시 중구 청파로 

단위 개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지역
년 말

가맹점 수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 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직영점의 수

관계사 주 종로학원 종로학원 교육서비스업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

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관리지역 상호 명칭 주  소

서울 경기 강원

강남지국 서울시 중구 청파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태용 지국장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서울 경기

강북지국 서울시 중구 청파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영석 지국장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과목당 평균 수강료 원 해당 교육원 년 총 과목 수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

다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 명칭 주  소

인천 경기

인천지국 서울시 중구 청파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춘용 본부장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대전 충청도

대전지국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번길 대우토피아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인식 지국장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대구 경북

대구지국 대구시 수성구 범어천로 코오롱하늘채상가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조석종 지국장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광주 전라도

제주도

광주지국 광주시 서구 화개중앙로 금호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양경렬 지국장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부산 경남 울산

부산지국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번길 동남빌딩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차증호 지국장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관리 가맹점수는 년 월말 관리 가맹점 수 기준임



당사에서 년 에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광고

소계 연중

신문 라디오 연중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온라인 연중 네이버 다음 등

판촉

소계 연중

판촉홍보물 연중
직영 및 가맹점 판촉홍
보물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 국민은행 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 국민은행
증권타운지점

영업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층 여의도동 신송빌딩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 를 클릭한 다음 주 하늘교육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 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번의 가 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금

교사용지도서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책자 및 
자료 제공 대가임

신규교재 전세트
인쇄물

문제은행 출력물
입시정보책자

상호사용료 별도 징수 없음 단 상호표지 의무 준수해야함

계

이외별도 제공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정가 또는 원가로 추가 징수 할 수 있음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귀하가 하늘교육 교육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

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인적보증 등의 추가 담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계약체결 비용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재계약 계약체결 비용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체결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사는 귀하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인적 보증 등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금액 단위 천원

가맹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영업 중 매주 신청한 교재 수에 따른 교재비

용 외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사업 본부

전화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담당지국장 배정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최적의 입지 도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입지 최종 확정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교육관련업 종사자 우대

종업원 강사

별도의 기준 없음

단 강사의 경우 전공자 우대

가맹점에서 채용 관리 전담 함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공급업체

해당사항없음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계약
체결비

교사용지도서
계약연장 갱신
후 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책자 및 

자료 제공 
대가임

신규점의 
약 
수준

문제은행 출력물
입시정보책자

상호사용료 별도 징수 없음 단 상호표지 의무 준수해야함

계

이외별도 제공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정가 또는 원가로 추가 징수 할 수 있음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는 매주 신청한 교재 수에 따른 교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해당사항 없음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 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

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동의하고 기존 가맹사업자가 양수한 사

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

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 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해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일체의 권리 의무를 당사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동의하에 영업 양도

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귀하의 당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하늘교육 교육원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

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일 이내에 본사에서 무상

으로 공급한 교재 및 지침서를 반납하여야 하고 외부 및 내부 은 일 이내 철거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본사에 이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 하늘교육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하늘교육 교육원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

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는 별도로 없습니다 단 하늘교육 교육원 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사

의 교육프로그램이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업환경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교재구입은 매 주차별로 전산을 통해 신청합니다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ㆍ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교재

수학 

왼쪽에 기재된 
제품을 통해서
반드시 교육을 
진행해야 함

회 위반 구두 경고
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초 중등 

고급단계 

창의논술

통합교과논술

시사원정대

하늘교육 과학

국어통합논술

학교시험만점학습

한국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도 판

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

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에 따른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사업자 

이외의 유사업체

타학원 등

가맹본부 

교재 일체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위탁 구매 및 

판매할 수 없음

회 위반 구두 경고

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고객 외에

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

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원용 방문용 교재의 공급가 외에 하늘교육 

교육원에서 운영되는 용역 수업 에 대한 가격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교육원을 통해 판매되는 일부 단행본 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공지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

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

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등 중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보습학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초등학교 개교당 개 교육원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

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

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당사 

사업 본부 해당 지국장 검토 

영업지역 변경 안 작성 

가맹점사업자 동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 안 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상기 기재 사항 외 영업지역은 존재하지 않음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하늘교육 교육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년입니다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오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일 이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 아니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일 이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계약 갱신 거절 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사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지침을 어기고 회원에 대한 
관리를 해태한 경우

조 항

가맹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재 판매대금을 가맹본부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 항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제공물 이외의 학습물을 이용한 
회원관리의 경우

조 항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경시대회 응시료 등 각종 비용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조 항

계약상의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조 항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제 자에게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할 경우 조 항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인테리어 매뉴얼 회사로고 포함 기준에 맞지 않는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고도 주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조 항

월 학력 진단 평가 의무시행을 준수하지 않고 전국 초 중 영어 수학 
학력평가를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참가하도록 노력하지 않았을 경우

조 항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호간의 신의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조 항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재 제작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료를 
가맹사업자가 공급 목적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 판매한 경우

조 항

가맹사업자가 매주 신청하는 교재 과목수가 과목 미만일 경우 단 신규 
계약 시에는 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조 항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하늘교육 이 포함된 상호 상표 도메인 등을 
등록 사용한 경우

조 항

기타 가맹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조 항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사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지침을 어기고 회원에 대한 
관리를 해태한 경우

조 항

가맹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재 판매대금을 가맹본부에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 항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제공물 이외의 학습물을 이용한 
회원관리의 경우

조 항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경시대회 응시료 등 각종 비용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조 항

계약상의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조 항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제 자에게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할 경우 조 항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인테리어 매뉴얼 회사로고 포함 기준에 맞지 않는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고도 주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조 항

월 학력 진단 평가 의무시행을 준수하지 않고 전국 초 중 영어 수학 
학력평가를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참가하도록 노력하지 않았을 경우

조 항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호간의 신의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조 항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재 제작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료를 
가맹사업자가 공급 목적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 판매한 경우

조 항

가맹사업자가 매주 신청하는 교재 과목수가 과목 미만일 경우 단 신규 
계약 시에는 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조 항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하늘교육 이 포함된 상호 상표 도메인 등을 
등록 사용한 경우

조 항

기타 가맹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조 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와 가맹사

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주 신청하는 교재 과목수가 과목 미만 의 경우에는 개월 이

상의 유예기간이나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

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 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조 항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조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조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 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조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조 항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조제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제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조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조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 항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조 항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 계약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사전 별도의 공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당사 팀 검토 
수정계약서 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 안 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

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당사가 운

영하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 
사업 본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일 가량 
소요 동의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하늘교육 
사업 본부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의 계약은 양도인

의 잔여기간을 이행하고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

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

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동의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또는 대리행사 신청 

당사 사업 본부 

검토 일 가량 소요

동의 여부 통지

대리행사 본부 동의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하늘교육 교육원 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

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하늘교육 교육원과 동일대상
과목을 지도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당사 사업 본부 검토 시장조사 포함 일 
가량 소요 허가 여부 통지 완료

문의 하늘교육 
사업 본부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개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 영업장 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따른 별도의 제한

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 영업장 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항목

교육상담 자료 보유 현황
교육지도 적합성
교육 상담 장소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교육지도 및 
상담환경 확인 관리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회 월

사업 본부 
담당지국

품질 관리 항목

간판규정
교육원 단독운영여부
타교재 사용여부

담당자 매장 방문 품질 확인 
관리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회 년

본사 
홍보팀

교재연구소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 하늘교육과 귀하가 각 부씩 보관하

게 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모집광고 전액 없음 별도 절차 없음
대중매체 광고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일 내외 교육원 만원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사업 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지역선정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동종업종 현황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금융기관 국민은행 에 가맹금 예치 교육원 만원

점포실측 설계
투자비 산출
학원인가 가능 여부 확인

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 및 공사일정 확인 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일

교육 실시 교육원운영교육 실시

운영 최종점검 전산 교재 홍보물 최종 점검 일

교육원 오픈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일 후에서 일 후로 단축됩니다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하거나 연락처 홈페이지 다른 법령에 의해 설

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의 주소지 관할 법

원으로 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점 개설 

및 수시

가맹본부의 소정 양식을 통해 

사업운용계획 초기개설비용

수강료 개설지역 주변 

주택현황 학교 및 학원 현황 

등과 홍보 및 회원모집 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 

지원하며 가맹본부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가맹본부 소정 양식 

제공 검토 및 보

완 사업운용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없음
문의 하늘교육 

사업 본부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당사는 하늘교육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

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교재 구성 및 지도법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규교재 소개

입시정책변화에 따른 
운영방안 등

집단 강의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실시
분기별 비정기적으로 실시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귀하가 하늘교육 교육원 센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일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실시
분기별 비정기적으로 실시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교육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없음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 본부 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또는 가맹거래과 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

템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