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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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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

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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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

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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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

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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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부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112-7(인의동,인의빌딩5층)

가맹사업부 전화번호 : 1577-0555

가맹사업부 팩스번호 : 02) 6499-057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프랜차이즈팀 02)226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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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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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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

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

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

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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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와이비엠

교육

YBM램클래스 외 3개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인의동,인의빌딩5층)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02.28 2003.03.01 화찬권 02-2260-4501 02-6499-0576

법인등록번호 110111-2728115 사업자등록번호 101-81-9232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

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화찬권

YBM램클래스

외 3개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2-2260-4501 02-6499-0576

사용인

(임원)
이종구

YBM램클래스

외 3개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2-2260-4501 02-6499-0576

사용인

(임원)
김양균

YBM램클래스

외 3개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2-2260-4501 02-6499-0576

사용인

(임원)
민선식

YBM램클래스

외 3개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2-2260-4501 02-6499-0576

사용인

(임원)
최재호

YBM램클래스

외 3개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2-2260-4501 02-6499-0576

사용인

(임원)
송종헌

YBM램클래스

외 3개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5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2-2260-4501 02-6499-0576

계열회사

오재환

(주)와이비엠넷

잉글루

외 2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재환 02-2009-0404 02-2009-0188

법인등록번호 110111-1990335 사업자등록번호 220-81-8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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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ㆍ합병

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ㆍ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ㆍ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ㆍ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합병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YBM램클래스]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YBM램클래스

상 호 YBM램클래스 OO센터 지역으로 센터명 표기

상표(서비스표)

YBM램클래스 00센터 공부방

YBM램클래스 00센터 교습소

광 고 해당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18년 7,941,582 5,799,119 2,142,462 20,799,874 -906,247 -941,083

2019년 5,866,433 5,514,481 351,951 18,625,681 -1,555,331 -1,790,511

2020년 5,764,975 4,196,974 1,568,001 15,864,642 -2,442,842 -1,7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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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YBM리딩클럽

2018년 1,260,390 - -

2019년 1,108,235 - -

2020년 633,709

YBM홈스쿨

2018년 377,158 - -

2019년 302,984 - -

2020년 200,957

YBM교육

학습지지사

2018년 32,019 - -

2019년 28,389 - -

2020년 22,226

당사는 [YBM램클래스]외 [YBM리딩클럽], [YBM홈스쿨], [YBM교육 학습지지사] 가맹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주 된 사업으로 학습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

업, 온라인, 화상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각 가맹사업 영업표지별로 발생되는 매출은 크게 교재 등의 판매와 가맹계

약에 의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재 등의 매출은 당사가 사업자에게 공급하

는 공급대가에 해당하며, 가맹매출의 경우 공시 된 각 브랜드별 가맹비로 해당년도에

발생한 매출액이 합산 된 금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화찬권 대표이사 2020.12.~현재 (주)와이비엠교육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이종구 이사(비등기) 2007.06~현재 (주)와이비엠교육 이사 영업관리

김양균 이사(비등기) 2020.01~현재 (주)와이비엠교육 이사 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민선식 기타비상무이사 2003.03~현재 (주)와이비엠교육 이사 등기이사

송종헌 감사 2020.12~현재 (주)와이비엠교육 이사 감사

최재호 기타비상무이사 2020.12~현재 (주)와이비엠교육 이사 등기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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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0년 12월 31일 3 3 14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였습니다.

(단위:개)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와이비엠교육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7.8.~현재

YBM홈스쿨(등록번호:20080

100129)이라는 브랜드의

공부방, 학습관 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와이비엠교육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7.6.~현재

YBM리딩클럽 (등록번

호:20080100165)이라는 브

랜드의 공부방, 학습관사

업 경영

가맹본부 (주)와이비엠교육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10.10~현재

YBM교육학습지지사(등록번

호:20100100604)라는

브랜드의 학습지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와이비엠넷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07.6.~현재

잉글루(등록번호:2008010023

5)라는 브랜드의 학원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와이비엠넷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10.1~현재

ECC(등록번호:20080100086)

라는 브랜드의 주니어

영어전문 학원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와이비엠넷

유사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2017.11~현재

Readers(등록번호:20171311)

라는 브랜드의 주니어

영어전문 학원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YBM

램클래스

간판 및 전단지

등 램클래스 회

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 활동

에 활용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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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맹본부의 [YBM램클래스] 가맹사업 현황

1. [YBM램클래스]을 시작한 날: 2022년 월 일

2. 〔YBM램클래스〕 연혁

신규등록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인의빌딩 5층)

3. [램클래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YBM램클래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외국어) 영어 도서 (스토리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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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YBM램클래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신규등록 해당사항 없음 (단위: 개)

지역

2018.12.31 2019.12.31 2020.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5. 최근 3년간 [YBM램클래스] 가맹점 수(신규등록 해당사항 없음)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18

2019

2020

합계

6. [YBM램클래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YBM램클래스] 외에도 3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

은 모두 3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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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18.12.31 2019.12.31 2020.12.31

가맹본부
(주)와이비

엠교육

YBM

리딩클럽
20080100165

영어 공부방,

학습관
694/0 729/0 747/0

가맹본부
(주)와이비

엠교육

YBM

홈스쿨
20080100129

영어, 수학

공부방, 학습관
377/0 395/0 408/0

가맹본부
(주)와이비

엠교육

YBM교육

학습지지사
20100100604 학습지 교육 21/0 21/0 21/0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와이비

엠넷
잉글루 20080100235 영어학원 376/0 370/0 359/0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와이비

엠넷
ECC 20080100086

주니어영어

학원
58/7 66/6 70/6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와이비

엠넷

YBM

Readers
20171311

주니어영어

학원
348/0 343/0 340/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해당사항없음

(단위: 천원, VAT미포함)

지역
2020년 말

가맹점 수

2020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상한)

연간평균매출액

(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당사의 가맹점 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

출액을 추정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2020년도 발생된 자료를 근거로 제시된 추정 매출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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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에 매출 산출의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 수와 다를 수 있으며, 매출액이 발

생되지 않는 센터에 대한 자료의 연 매출액은 추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8. [YBM램클래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YBM램클래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사항없음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 평균 영업기간

202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YBM램클래스]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52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0년에 [YBM램클래스]을 포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183,197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없음)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고 참고 연 중 183,197 183,197 해당없음
간판, 인터넷, 전단,

TV, 기타 등

*위 금액은 당사의 가맹점 사업인 [YBM 램클래스] [YBM리딩클럽], [YBM홈스

쿨], [YBM교육 학습지지사]을 포함한 지출비용으로서, 당사에서 경영 중인 모든

사업의 광고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서울보증보험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가맹금 예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피해보상보험을 가

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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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와이비엠교육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가맹사업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

보장범위 가맹사업계약에 따른 가맹금 반환 보증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

은 사실이 없습니다(해당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해당 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이 없습니다.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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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YBM램클래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

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설비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

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

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

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시

교육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금액

총계 2,500

교육

가맹비

[공부방]

2,500

[교습소]

2,500

2) 당사의 가맹은 교육가맹비로 2,500천원형입니다.

위 가맹비안에는 사업자의 [YBM램클래스] 운영을 위한 교육 및 노하우, 관리 등의

비용과 광고, 초도물의 홍보물품 지원내역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3) [램클래스] 공부방 / 교습소의 의미

* 공부방 :“가맹점사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YBM램클래스]을 운영하는 형태

* 교습소 : 별도의 점포를 임차하여 [YBM램클래스]을 운영하는 형태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별도의 점포를 임차하여 [YBM램클래스]을 운영하는 형태이

며, 점포의 경우 교습소 형태에 한함.



- 11 -

4) 당사는 사업자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당사의 가맹사업 타 브랜드 중 1개 이상

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직원 또는 학습지교사 출신의 경력이 있는 경우 프

로모션으로 가맹비 할인을 운영 중입니다. 계약서의 형태는 동일하며, 가맹비만을

할인하는 형태이므로, 가맹비 납부금액이 위의 금액보다 경우에 따라 저렴하게 납

부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사항에 궁금하신 사항은 가맹본부 또는 센터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당사는 최초 가맹금 외에 별도의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6)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교육

가맹비 금액에 따라 3,000천원입니다. 본 사항에서 프로모션으로 인한 할인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금액으로 예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VAT 포함)

합계 3,000

교육 가맹비 3,000

7)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6쪽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2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100 ～

8,500
기준 10평

필수설비(정착물)

책상,

걸상,

어학기

600 ～

1,000
60～100 구입 즉시

배송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조명, 도배,

선팅 등

인테리어

500～

5,000
50～5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교재류,

물품류
500 50

가맹비

포함

신입교육

수료 이전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간판 등

500 ～

2,000
50～200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개점 전

계약취소
소모품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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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

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필수 사항은 없습니다. 공부

방의 경우는 거주지에서 교습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초 공급 상품비용 이외

위의 시설에 드는 비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8)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프랜차이즈팀

(전화:

02-2260- 4501)

관리센터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영업지역조사 및 중복여부 파악 → 가맹희망자와 협의 조정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상호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9)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

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국가가 지정한 공부방, 학습관 운영

자격 기준에 따름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10)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YBM램클래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

세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구분 세부내역 공급업체 공급방법

초도물품 상담용교재, 교사용교재, 홍보용품 등 (주)와이비엠교육 가맹계약에포함

학습용부스 랩책상, 의자

사업자 선택 별도계약

어학기 어학기, 해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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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나, 당사에는

가맹금을 부분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카드결제는 가능

함을 안내드립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별도의 부

담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주)와이비엠

교육

BI·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

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가맹사

업자의 가맹점 내

의 간판 변경, 설

비 변경 등의 비용

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영업표지

변경 시

변경설치 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신용카드

수수료

(주)와이비엠

교육

월 신용카드

결제액의 3%

다음 월

8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용카드 수수료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업자가 당사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

템을 통하여 회비일체를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월 결제 금액의 3%를 부과하는 방

식이며, 이는 익월 8일 교재대금 환급시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교재공

급계약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 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

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0)년도의 평균 규모

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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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전산관리
전산보고 회원내역과 실제

회원내역의 일치 여부 확인

필요시

(문제발생시)

문의: 프랜차이즈팀

(02-2260-4501)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

하가 부담하셔야 할 갱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비고

갱신비용 50만원 홍보비로 지출

[YBM램클래스]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귀하는 계약연장의 갱신비용으로 50만원을

납부 시 계약 연장이 되며, [YBM램클래스]의 홍보비로 지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

우 다른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승계하는 것에 귀하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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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와 귀하의 가맹계약체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

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제3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BI ∙ CI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

가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최초 계약

기간에 한해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맹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YBM램클래스]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가 (주)와이

비엠교육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으며, 양수인이 가맹본부에 교육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YBM램클래스]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

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에 취득한 정보(회원정보, 교육정보, 교

육자료 등)에 대하여 타인, 타사 및 인터넷, 통신 등을 통하여 유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해당회원의 당

월 및 해지, 종료 당월 매출액의 6개월분)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와이비엠교육에 지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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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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YBM램클래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ㆍ용역

ㆍ설 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초도물품

영어교재 해당없음

강제

(주)와이비엠교육

X

온라인교육 해당없음 X

학습용부스 랩책상, 의자 해당없음

권유

X

어학기 어학기, 해드셋 해당없음 X

램클래스 3 영어교재 해당없음 자체

램클래스 5 영어교재 해당없음 자체

내신대비 3 영어교재 해당없음 자체

집중과정 4 영어교재 해당없음 자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 중 상품을 제외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구매하실 수 있으나, 상품은 당사의 교재와 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

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설비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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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②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③
경제적 이익의 

내용④ 비고

-

계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해당사항 없음]

귀하가 [YBM램클래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
①

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

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YBM램클래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020년 기준

2) 당사가 [YBM램클래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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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새로운 상품이 추가 될 경우, 관리자시

스템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ㆍ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Phonics  Wonder
왼쪽에 기

재된 이외

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Roller Coaster

Ladybird  Readers

Reading  library

Our World

Reading Fair

Reading Prime

Time Zones

Grammar Wonder

Junior Time  for Grammar

All New Time  for Grammar

Basic,  Intermediate, Advanced, expert

Writing Star  Kids

Writing Star

Prep-Toeic

ETSTOEICBridge 공식실전서

토익브릿지TOEICBridge 기본서 (LC+RC)

JET PLANET

Ready Steady Phonics

Pine Tree

New NG Series

Spider Series

PERFECT (파닉스)

PERFECT (스토리)

PERFECT (스피킹)

PERFECT (리딩)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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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여 가맹점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

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

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가맹점 회원에 대해서만 상품ㆍ용역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② 귀하가 위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이외의 자에게 제한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

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

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

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

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

상품ㆍ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램클래스3(미취학) 140,000

관리시스템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
2022. 1월 기준

램클래스5(미취학) 160,000

램클래스3(초,중) 160,000

램클래스5(초,중)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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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영어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YBM램클래스 -

당사의 [YBM램클래스] 가맹사업은 [공부방형], [교습소형] 두 가지 형태로 구성

됩니다. 다만 다른 과목 형태(영어-수학)의 다른 가맹점은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

다. [YBM램클래스]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동일한 과목형태 업종인 [YBM리딩클

럽], [YBM홈스쿨] 공부방 / 학습관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YBM ECC 및 YBM잉글루는 학원형태의 가맹으로 [YBM램클래스]와 동일한 업

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공부방 : 700세대 기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교습소 : 1,500세대 기준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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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

가현저히변동되는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

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

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

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

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

(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

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가맹점 입점 가

능)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이사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이전할 경우 이전할 지역에 이미

타 가맹점(YBM램클래스)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가맹사업자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재설정하고 있으며, 합의가 완료되면 변경된 영업지역이 반영된 가맹점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하는 지역에 이미 다른 가맹점(램클래스) 및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인 [YBM리딩클럽], [YBM홈스쿨]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 가맹본

부의 판단 하에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지역 재조정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

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YBM램클래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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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②

2020 100% 0%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들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0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23 -

[YBM램클래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갱신시 계약기간은 1년입

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

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

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

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

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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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겨우

제21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의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

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YBM램클래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

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

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

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

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

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0조 1항 1호

○ 영업지역을 이전하여 영업지역 재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20조 1항 2호

○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개인지도로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 20조 1항 3호

○ 회원수를 축소 또는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20조 1항 4호

○ 영어과목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타사와 제휴한 경우 20조 1항 5호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본부의 기업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20조 1항 6호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교육수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20조 1항 7호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20조 1항 8호

○ “갑”의 교재 및 상품을 자체 조달하거나 불법 복사하거나 표절하는 경우 20조 1항 9호

○ 시스템 및 교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물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하는 경우
20조 1항 10호

○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해태하는 경우 20조 1항 11호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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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사유

○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당사 또는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

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

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귀하가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

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램클래스 회비 변동 등 가맹본부 정책 조정시 1개월 이전에 통보 10조 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내용(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내용(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

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있는경우서면에정

한날부터효력발생

가맹본부의 계약 수정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 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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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

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준수할

것

○ 양수인이 당사와 직접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

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과 계약해지체결 →

양수인 가맹점 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프랜차이즈팀

(02-2260-4501)

당사는 양도승인 시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양수인에게 당사로 교육가맹비를 지급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

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

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

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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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절차와 동일함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영업점 위탁운영

60일 이전에

가맹본부에

서면통지

모든 권리의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으며 운영만 위

탁함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없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YBM램클래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관할 교육청이 정한

영업시간 내에서 운영
주 5일 이상

관할 교육청의 운영가능시간

참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

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개인과외

교습자 / 교습소형

:종업원 채용할 수

없음

개인과외교습

: 직접 근무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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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이나 교습소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신고자 본

인이 직접 교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ㆍ감

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ㆍ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법령준수

담당자 방문 → 정부인허가사항 준수

여부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가맹계약시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센터

계약사항 준수

담당자 암행방문(전화) → 학습상담

→ 계약준수여부 확인 → 위반시 시

정요구 → 완료

월 1회 관리센터

회원관리

담당자 방문 → 회원자료 및 회원관

리 방식 확인 → 위반시 시정요구 →

완료

월 1회 관리센터

당사는 귀하가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구두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개선이 없을 시에는 서면으로 2차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YBM램클래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가맹본부 부담 없음 별도 절차 없음

신문광고, 인터

넷광고 등

개별 행사

개별 캠페인시 광고분담금은 없으며, 각 관

리센터와 협조하여 행사진행(단, 전단지등

판촉물을 회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음)

별도 절차 없으며,

관리센터와 협의
판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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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ㆍ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ㆍ판

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단, 해당

영업지역 외에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

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 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사 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

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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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일 내외 2,5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0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가맹신청서 접수

D-3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영업지역 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2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15

가맹금 입금
- 가맹금 입금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보험가입
D-15(1일)

2,500

교육 이수 - 운영 및 프로그램 교육 실시 D-13~14(2일)

인테리어 공사 - 영업에 필요한 설비 구비 D-9~12(일)

기본 물품 제공 - 사업개시에 필요한 물품 발송 D-7~9(3일)

인허가 및 등록
- 교육청 학원 인허가

- 세무서 사업자 등록
D-6~4(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10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당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계약 체결일 까지 입금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가 입금한 가맹금 반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증서는 계약이 완

료되면 귀하에게 제공하며, 가맹계약상 문제 발생시 서울보증보험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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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

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

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

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방법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

사/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14일 이전에 가맹계약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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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

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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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노하우 및 프로그램 이해 등 경영활동의 활성화를 위

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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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YBM램클래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습프로그램, 관리방법, 상담 및 회

원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입문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입문 교육

램클래스 시스템의 이해

프로그램의 이해

관리방법의 이해 및 체험

입회상담 및 회원관리 등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프로그램 심화 교육

신규 회원 입회 방법

기존 회원 관리

교사의 역할 및 기타

강의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YBM램클래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VAT포함) 비고

입문교육 6시간(1~2일)
공부방: 2,500

교습소 : 2,500
계약시 필수 이수

보수교육 2시간

교육비용은 없으며, 단지

참석에 따른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는 본인 부담

3. 교육ㆍ훈련의 주체

교육ㆍ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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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ㆍ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입문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1조 1항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가맹계약서 제4조 5항에 따라 반드시 이수를 하여

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주의, 경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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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③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2021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해당사항없음]

(단위 : 년, 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사항없음]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

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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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재무제표(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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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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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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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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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센터명 연락처
가맹점�권한

(모집체결수령)

계약

기간
센터장 주소

1 중부 02-928-3091 ○ 직영
성용
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5-15 
(동숭동1-65) 해안빌딩 403호

2 마포용산 02-2265-015
5

○ 직영
박선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8층 809호

3 서대문은
평 02-394-9164 ○ 직영

조희
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64 
(홍제동 301-2) 홍제빌딩 4층

4 북부 02-990-0515 ○ 직영
나정
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08 (창동 
661-2) 우덕빌딩 6층

5 강동송파 02-409-0509 ○ 직영
전경
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길 7 
(가락동 175-10) 세원도드람빌딩 302호

6 강남 02-445-0532 ○ 직영
형수
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6-1 
(서초동 1359-35) 보일빌딩 302호

7 구리 031-568-050
9

○ 직영
박윤
정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인창동 
670-7) 화성골드플라자 404호

8 남양주 031-528-055
9

○ 직영
정선
미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6 (인창동 
670-7) 화성골드플라자 901호

9 성남 031-708-054
5

○ 직영
김정
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0 (서현동 265-6) 

분당태성빌딩 201호

10 용인 031-262-052
1

○ 직영
황용
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601 
(보정동 557) 이재플라자D동 302호

11 천안 041-578-050
9

○ 직영
이효
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371 
(쌍용동 1295) 동산타워 802호

12 오산 031-373-058
9

○ 직영
최민
서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19 (원동 
811-10) 중앙상가프라자 A동 3층-304호

13 수원 031-206-058
1

○ 직영
정현
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97(인계동10
09-4)태영빌딩302,303호 

14 김해 055-327-740
5

○ 직영
정은
지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30 (외동 
1257-3) 메트로타워1차 506호

15 창원 055-275-359
1

○ 직영
이수
빈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븐 교육문화센터 4층 415호

16 대구광역 053-572-098
0

○ 직영
김종
필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32 
(범어동 212-1) 대아빌딩 902호

17 부산 051-892-360
0

○ 직영
허정
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72-7 
제형빌딩 5층

18 울산 052-277-050
6

○ 직영
손순
자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4 
(무거동 1439-3) 한성빌딩 2층

19 인천서남 032-441-050
8

○ 직영
김재
춘

인천광역시남동구경인로520(간석동520)
탑프라자21층106-1호 

20 인천남동 032-464-902
3

○ 직영
허정
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3 (구월동 
1219-5) 뉴인천빌딩 602호

21 인천계양 032-554-134
2

○ 직영
곽창
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55 
(작전동 865-33) 민재빌딩 4층 401호

22 강서양천 02-2603-066
6

○ 직영
이승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7(신정동 
916-14) 601호

23 동작 02-599-0642 ○ 직영
정미
경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284(상도1동780
-2)K-Tower빌딩6층 

24 부천 032-674-058
2

○ 직영
김은
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00번길 
12 한보빌딩 3층

25 김포파주 031-984-766 ○ 직영 박선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3번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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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 (북변동 822) 선일프라자 403호

26 시흥광명 031-497-050
1

○ 직영
한혜
숙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로51 
동한메디컬프라자 6층 제603호

27 안산 031-439-050
1

○ 직영
신기
석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27 
(이동 718-3) 월드프라자 4층 403호

28 안양산본 031-446-050
9

○ 직영
김해
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7 
(안양동 534-5) 

명지캐럿162주상복합(아) 201-A 호

29 광주서광 062-971-054
1

○ 직영
송지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96 
(월계동 889-2) LC Tower 3층 304-4호

30 광주풍암 062-366-050
9

○ 직영
신연
화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89 
(월산동 1050-3) 4층

31 전북광역 063-244-055
2

○ 직영
최경
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20 
(덕진동2가 694-2) 501호

32 대전세종 042-823-614
1

○ 직영
김경
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74 
(지족동 901-3) 도원프라자 604호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프랜차이즈팀 (02-2260-450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ybmreadingclub.com 또는 공정거래위

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