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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교육혁명 주식회사 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Education Revolution Co. Ltd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

는 교육혁명㈜ 또는 Edu. Rev. Co., Ltd.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교육서비스 및 부동산개발 임대의 목적으로 2008년 3월 1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172. 5층, 6층 (침산동) 
전화번호 : 053-358-7992 
홈페이지주소 : http://www.wmproa.com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본 서류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의 교육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 매

매, 임대를 주요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연혁

 

2007년 07월 01일 : 웨스턴미시건학원 설립

2008년 03월 14일 : 교육혁명주식회사 설립 (법인전환)

2010년 05월 06일 : 부동산 경매 및 부동산 임대개발사업 시행

2012년 01월 13일 : 교육혁명주식회사 남일동지점 설립

2013년 09월 17일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4년 6월 30일)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

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8년 03월 14일 유상증자 보통주 1,000 10,000 - 납입자본금

2009년 03월 05일 유상증자 보통주 4,000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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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나. 자본금 및 1주당가액 

 

다.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익소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기주식 신탁계약등 체결ㆍ해지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우리사주조합의 지분현황 
(1) 우리사주조합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9년 03월 20일 유상증자 보통주 3,000 10,000 -

2010년 07월 29일 유상증자 보통주 3,000 10,000 -

2010년 08월 30일 유상증자 보통주 5,000 10,000 -

2012년 03월 14일 유상증자 보통주 6,000 10,000 -

[기준일 : 2014. 6. 30] (단위 : 원,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 5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2,000 22,000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0 0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2,000 22,000

Ⅴ. 자기주식수 0 0

Ⅵ. 유통주식수 (Ⅳ-Ⅴ) 22,000 22,000

기명ㆍ무기명 종 류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비 고

기명식 보통주 22,000주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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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행사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주식보유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보통주 외 주식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상환주식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전환주식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2014년 6월 30일 현재)                                                             (단위: 주)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 분 주식수 비 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2,000

우선주 0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0

우선주 0

증권거래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0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0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보통주 22,000

우선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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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1) 교육서비스시장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육서비스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고, 정부의 지속적인 사교

육억제정책에 따라 시장의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지식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 요구되는 학습량의 증가 및 소비자들의 학습수요의 증가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와 효

율적인 학습모델을 창출한다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2) 부동산 개발, 임대시장

대구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지난 10년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

다. 향후 5~6년간의 부동산시장은 지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원룸형가구, 오피스텔, 상가

등의 꾸준한 임대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중고등부 중심의 입시학원과 외국어학원의 장점을 모아 개별학생중심의 학습모델을

개발하여 교육서비스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재건축,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 조직

교육서비스 : 대표이사 → [영어팀 / 수학과학팀]

부동산경매, 개발 : 대표이사 → [기획경매팀 / 설비관리팀]

 

(3) 사업진행상황 (2014년)

○ 상가매입 완료  및 임대완료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24-6외 1)

○ 주택임대사업토지 매입 완료 및 건축공사 중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68-148)

 

2.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설비의 현황 등

(1) 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유형자산] (단위 : 천원)

사업소
소유형

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분기증감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 대구

토지 145,899 533,160 - 679,059 -

건물 231,319 22,042 (3,191) 250,170 -

기계장치 754 - (170) 584 -

차량운반구 2,307 - (1,060) 1,247 -

비품 24,045 - (8,601) 15,444 -

시설장치 22,770 (5,135) 17,635

건설중인자산 - 26,533 - 26,533

합 계 427,094 581,735 (18,157) 990,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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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당사는 직영학원 및 상가임대를 위해 상가(대구 중구 남일동 124-6외 1)를 취득하였고, 또한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대지(대구 중구 봉산동 168-148)를 취득하여 현재 건설 공사 진행중입

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직영학원 및 상가임대를 위해 상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주택임대사업

을 위해 토지 및 주택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3. 매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 2014년 6월 30일) 
가. 부문별 매출실적 (사업부문별 정보) 

당사의 교육서비스부문의 매출은 사업구조상 대부분 하나의 재원생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매

출이기에, 매출액 외의 부문별 순손익, 자산, 부채, 자본 등의 분류는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에 생략합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각 분원에 있는 당사 직원이 고객들과 1:1상담을 통해 고객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고객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통해 당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합니다.

 
(3) 판매방법 및 조건 
각 분원에서 상담을 통해 고객이 매월 학원비를 현금(고유계좌)/카드로 결제합니다.

 
(4) 판매전략 
입시 설명회, 광고, 마케팅 및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4. 수주상황

당사는 매월 학원 수강비 수익발생이 대부분이며 별도의 수주상황은 없습니다.

 

5.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에 의하여 승인된 위험관

리 정책은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

다.

 

(단위 : 원)

사업부문 매출액

교육서비스 256,333,854

제조 43,891,839

임대 13,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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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반기재무상태표

                                                                                                     (단위: 원) 

                                                                                  (△는 부(-) 의 수치임)   

 

 

구 분 제7(당) 반기 제6(전)기

유동자산 271,813,704 220,806,591

- 당좌자산 271,813,704 220,806,591

- 재고자산 - -

비유동자산 1,158,578,689 697,784,063

- 투자자산 3,073,467 3,073,467

- 유형자산 990,671,888 427,093,929

- 무형자산 6,833,334 7,616,667

- 기타비유동자산 158,000,000 260,000,000

자산총계 1,430,392,393 918,590,654

유동부채 934,618,381 509,235,267

비유동부채 74,970,000 52,810,000

부채총계 1,009,588,381 562,045,267

자본금 220,000,000 220,000,000

이익잉여금 200,804,012 136,545,387

자본총계 420,804,012 356,545,387

매출액 313,555,693 620,795,511

영업이익 91,954,183 114,616,892

당기순이익 64,258,625 84,4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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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교육혁명 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4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자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

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

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인이 재무제표가 중

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1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

는 검토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한편, 본인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ㆍ현금

흐름표 및 자본변동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4년 5월 9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

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

받은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2층

상    록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임  왕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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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계약 등 관계법령이나 정관으로 주주

    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중요한 사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③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④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⑤ 중요한 영업정책에 관한 사항

     ⑥ 사채의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

     ⑦ 지점설치 및 상환에 관한 사항

     ⑧ 중요한 생산설비의 신설, 개폐에 관한 사항

     ⑨ 중요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⑩ 중요한 소송에 관한 사항

     ⑪ 경비예산 및 차입에 관한 사항

     ⑫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⑬ 투자에 관한 사항

     ⑭ 결산에 관한 사항

     ⑮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사외이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조                 항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회의 성립

  및 결의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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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감사 (상근) 1명.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 회계에 관한 감사

-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 열람과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함

-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고 조사함.

○ 업무에 관한 감사

-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함.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2014-01 2014.06.23 1. 대여금  차입의 건 가결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이만식 -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 고

1

제6기

정기주주총회

(2014년 3월 3일)

제 1 호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 2 호의안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

리계산서 승인의건

원안대로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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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서면투표제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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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나.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다. 주주 분포 

[기준일 : 2014. 6. 30]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

원인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이선필 이사 보통주 14,000 64 14,000 64

조승아 대표이사 보통주 4,800 22 4,800 22

이경민 자 보통주 1,600 7 1,600 7

이재경 자 보통주 1,600 7 1,600 7

계
보통주 22,000 100 22,000 100

합 계 22,000 100 22,000 100

최대주주명 : 이선필 특수관계인의 수 : 3 명

[기준일 : 2014. 6. 30] (단위 : 주,% )

순위 성명(명칭)
보통주 우선주 소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이선필 14,000 64 14,000 64

2 조승아 4,800 22 4,800 22

3 이경민 1,600 7 1,600 7

4 이재경 1,600 7 1,600 7

합 계 22,000 100 22,000 100

[기준일 : 2014. 6. 30]

구 분 주주수 비 율 주식수 비 율 비 고

소액주주 합계

소액주주(법인)

소액주주(개인)

최대주주등 4 100 22,000 100

주 요 주 주

기타주주 합계

기타주주(법인)

기타주주(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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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4년간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식사무 

 

주1)참조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

    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합 계 4 100 22,000 100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주1) 참조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

월중

주주명부폐쇄시기 주2)참조

주권의 종류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

권의  총 8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증권예탁원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없음 공고게재신문 대구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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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

    를 발행하여야 한다.  
 

주2)참조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

    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

    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

    여야 한다. 
 

3.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해외증권시장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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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단위 :주) 

 

나. 직원의 현황

                                                                                                   (단위 :년, 원 ) 

 

다. 노동조합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계 및 공시 전문인력 보유현황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2014년 6월 30일]                                     [단위:  천원]  

성 명 줄생월일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

기간

임기

만료일보통주 우선주

조승아
1972년

03월23일

대표

이사
여 상근 총괄

웨스턴

미시건

학원원장

4,800 - 6년
2015년

3월 7일

이선필
1973년

12월30일
이사 여 상근

기획/

부동산영업

토탈

이수오일
14,000 - 6년

2015년

3월 7일

김고중
1949년

10월 15일
이사 여 비상근 관리 - - - 6년

2015년

3월 7일

이만식
1949년

01월 27일
감사 여 상근 감사 - - - 6년

2015년

3월 7일

구분
직원수 평균

근속년수

연간

급여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 고

정규직 계약직 기타 합계

남 2 - - 2 4 - -

여 3 4 - 7 3 - -

합계 5 4 9 - - -

구분 보유인원 담당업무 비고

회계/공시 1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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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 분 지 급 총 액 주총승인금액 1인당 평균지급액 비 고

이사 및 감사위원 3,480 100,000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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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용 및 당기말현재의 잔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거래내용 기초잔액 대여 기말잔액

주주임원 주주임원대여금 217,000 45,000 2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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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요경영사항신고내용의 진행상황 등 
기 신고한 주요경영사항의 진행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기타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작성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등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종의 특성 상

기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7. 공모자금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 고

1

제6기

정기주주총회

(2014년 3월 3일)

제 1 호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 2 호의안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 승인의건

원안대로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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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법적 위험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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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재무제표 등

 

                                               반 기 재 무 상 태 표  

제7기 반기  2014년   6월 30일 현재

제6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교육혁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7(당) 반기 제 6(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271,813,704 220,806,591

(1) 당좌자산 271,813,704 220,806,591

현금및현금성자산 4,350,498 1,821,833

단기금융상품 1,829,041 1,329,041

매출채권 3,351,392 -

부가세대급금 282,773 -

선급비용 - 655,717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주석9) 262,000,000 217,000,000

II. 비유동자산 1,158,578,689 697,784,063

(1) 투자자산 3,073,467 3,073,467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7) 3,073,467 3,073,467

(2) 유형자산(주석3,8) 990,671,888 427,093,929

토지 679,058,967 145,898,655

건물 255,305,743 233,263,445

감가상각누계액 (5,135,182) (1,943,862)

기계장치 2,200,000 2,200,000

감가상각누계액 (1,616,128) (1,446,131)

차량운반구 33,147,760 33,147,760

감가상각누계액 (31,901,635) (30,841,583)

비품 159,232,585 159,232,585

감가상각누계액 (143,788,293) (135,186,725)

시설장치 143,996,000 143,996,000

감가상각누계액 (126,360,792) (121,226,215)

건설중인자산 26,532,863 -

(3) 무형자산(주석4) 6,833,334 7,616,667

소프트웨어 6,833,334 7,616,667

(4) 기타비유동자산 158,000,000 260,000,000

보증금 158,000,000 260,000,000

자       산       총       계 1,430,392,393 918,590,654

부                           채

I. 유동부채 934,618,381 509,23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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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매입채무 648,790 1,989,886

예수금 1,546,180 1,124,320

단기차입금(주석5,8) 867,767,953 436,564,964

미지급법인세 7,942,077 10,366,893

미지급비용 36,713,381 38,429,114

선수수익 - 270,000

부가세예수금 - 490,090

유동성장기부채(주석6,8) 20,000,000 20,000,000

II. 비유동부채 74,970,000 52,810,000

장기차입금(주석6,8) 29,970,000 39,810,000

임대보증금 45,000,000 13,000,000

부       채       총       계 1,009,588,381 562,045,267

자                           본

I. 자본금(주석10) 220,000,000 220,000,000

보통주자본금 220,000,000 220,000,000

II. 이익잉여금 200,804,012 136,545,387

미처분이익잉여금 200,804,012 136,545,387

자       본       총       계 420,804,012 356,545,38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430,392,393 918,59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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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기   손   익   계   산   서 

제 7 기 반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제 6 기 반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교육혁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7(당) 반기
제 6(전)  반기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

I. 매출액 313,555,693 280,181,616

(1) 강의매출 256,333,854 231,318,049

(2) 제품매출 43,891,839 48,863,567

(3) 임대매출 13,330,000 -

II. 매출원가 167,166,834 55,420,517

(1) 강의매출원가 130,944,240 -

(2) 제품매출원가 36,222,594 55,420,517

III. 매출총이익 146,388,859 224,761,099

IV. 판매비와관리비 54,434,676 159,874,378

임원급여 3,480,000 1,500,000

직원급여 - 49,284,070

퇴직급여 - 3,394,374

복리후생비 4,574,470 4,672,330

여비교통비 117,900 23,400

접대비 1,197,000 236,200

통신비 97,410 2,962,286

수도광열비 3,096,574 1,307,420

전력비 - 3,902,675

세금과공과금 2,566,463 2,005,290

감가상각비 4,888,426 19,331,783

임차료 - 20,563,000

수선비 1,140,508 996,545

보험료 - 518,730

차량유지비 5,960,720 4,217,239

도서인쇄비 - 6,581,500

사무용품비 - 268,563

소모품비 4,326,092 2,645,626

지급수수료 21,989,113 20,644,497

강사료 13,318,850

건물관리비 400,000

무형자산상각비 1,000,000 1,100,000

V. 영업이익 91,954,183 64,886,721

VI. 영업외수익 223,555 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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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자수익 6,870 614

전기오류수정이익 216,667 -

잡이익 18 9,821

VII. 영업외비용 19,977,036 7,924,841

이자비용 19,976,956 7,924,841

잡손실 80 -

VII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2,200,702 56,972,315

IX. 법인세비용 7,942,077 6,266,954

X. 반기순이익 64,258,625 50,70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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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기 자 본 변 동 표 

"첨부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제 7 기 반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제 6 기 반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교육혁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3. 1. 1 (제6기 반기초) 220,000,000 - - - 52,079,972 272 079 972

반기순이익 - - - - 50,705,361 50,705,361

2013. 6.30 (제6기 반기말) 220,000,000 - - - 102,785,333 322,785,333

2014. 1. 1 (제7기 반기초) 220,000,000 - - - 136,545,387 356,545,387

반기순이익 - - - - 64,258,625 64,258,625

2014. 6. 30 (제7 반기말) 220,000,000 - - - 200,804,012 420,8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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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기   현   금   흐   름   표 

제 7 기 반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제 6 기 반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교육혁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7(당) 반기
제 6(전) 반기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4,401,149 84,698,131

(1) 반기순이익 64,258,625 50,705,361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19,157,514 20,431,783

감가상각비 18,157,514 19,331,783

무형자산상각비 1,000,000 1,100,000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216,667) -

전기손익수정이익 (216,667)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8,798,323) 13,560,987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3,351,392) (1,737,422)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282,773)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655,717 1,609,880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341,096) 1,502,052

예수금의 증가(감소) 421,860 (590,240)

미지급법인세의 증가(감소) (2,424,816) 5,418,999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715,733) 9,686,678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270,000)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490,090) (2,328,96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93,235,473) (73,696,52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34,000,000 -

보증금의 감소 102,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32,0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27,235,473) (73,696,52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00,000) (696,521)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의 증가 (45,000,000) (73,000,000)

토지의 취득 (533,160,312) -

건물의 취득 (22,042,298) -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26,532,863)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21,362,989 (9,014,27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57,767,953 -

단기차입금의 증가 457,767,953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6,404,964) (9,014,277)

단기차입금의 상환 (26,564,964) (5,464,277)

장기차입금의 상환 (9,840,000) (3,550,000)

IV. 현금의 증가 2,528,665 1,987,333

V.기초의 현금 1,821,833 1,980,236

VI. 기말의 현금 4,350,498 3,96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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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당사는 2008년 3월 14일 설립되어 학원업, 미디어출판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개발 및 공

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17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10백만원이었으며,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220백만원

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대표이사 조승아(21.82%)외 특수관계자가 당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

습니다.

 

당사는 2014년 7월 9일 프리보드 시장에 지정되었습니다.

 

2.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1)회계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중간 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

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회계추정 및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특정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회계추정, 미래

에 대한 가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경영진의 판단에 의한 회계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

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

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사용된 것과 동일

합니다.

 

3. 유형자산

 

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2014년 6월 30일 현재

교육혁명 주식회사

지목 소재지
면적

(㎡)

당반기말 전기말

공시지가 장부가액 공시지가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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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반기와 전기 중 회사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당반기] 

 

[전기] 

 

다. 회사의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은 장단기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

공되어 있습니다(주석 5 와 6 참조).

 

4. 무형자산

 

가. 당반기와 전기 중 회사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당반기]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67-10 189 170,100 144,328 173,880 145,899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68-148 115 151,800 297,775 - -

대지 대구광역기 중구 남일동 124-6외 1 28.1 151,965 236,956 - -

계 473,865 679,059 173,880 145,899

계정과목 기초금액 취득금액 감가상각비 기말금액

토         지 145,899 533,160 - 679,059

건         물 231,319 22,042 3,191 250,170

기 계 장 치 754 - 170 584

차량운반구 2,307 - 1,060 1,247

비         품 24,045 - 8,601 15,444

시 설 장 치 22,770 - 5,135 17,635

건설중인자산 - 26,533 - 26,533

계 427,094 581,735 18,157 990 672

계정과목 기초금액 취득금액 감가상각비 기말금액

토         지 - 145,899 - 145,899

건         물 - 233,263 (1,944) 231,319

기 계 장 치 1,373 - (619) 754

차량운반구 4,201 - (1,894) 2,307

비         품 36,672 4,818 (17,445) 24,045

시 설 장 치 41,475 (18,705) 22,770

계 83,721 383,980 (40,607) 427,094

계정과목 기초금액 전기손익수정 무형자산상각비 기말금액

소프트웨어 7,616 217 (1,000) 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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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5. 단기차입금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상기 단기차입금 관련하여 토지,건물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3 과 8 참조).

 
6. 장기차입금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상기 장기차입금 관련하여 토지,건물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대표이사로

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3 과 8 참조).

 
7.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 중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기초금액 취득금액 무형자산상각비 기말금액

소프트웨어 9,817 - (2,200) 7,616

차입처 대출종류
당반기 전기

연이자율(%) 금액 금액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4.89~5.79 847,768 411,565

드림상호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14 20,000 25,000

계 867,768 436,565

차입처 대출종류
당반기 전기

연이자율(%) 금액 금액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5.04 26,730 31,590

대구은행 일반대출 8.30 23,240 28,220

합계 49,970 59,810

차감: 년이내 만기도래분 (20,000) (20,000)

장기차입금 잔액 29,970 39,810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3,073 2,992

불입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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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전액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액 - -

운용수익 - 82

기말잔액 3,073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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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가.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장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토지 및 건물 등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석 3 참조).

 

 

나.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석 5와 6 참조).

 

 

9.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용 및 당기말현재의 잔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10. 자본금 등

 

가.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주(1주의 금액 : 10,000원)이며, 당기

말 현재 발행한 보통주식의 수는 22,000주입니다.

 

기관명 담보설정가액 (천원) 담보제공사유 담보의내용

기업은행 1,128,000 차입금 담보 토지,건물

보증제공자 지급보증의 내용 보증수혜자 금액(천원)

신용보증기금 차입금 기업은행 90,000

대구신용보증재단 차입금 기업은행 26,852

대표이사 등 차입금 대구은행 33,864

대표이사 등 차입금 기업은행 254,400

대표이사 등 차입금 드림상호저축은행 20,000

합계 425,116

구   분 거래내용 기초잔액 대여 기말잔액

주주임원 주주임원대여금 217,000 45,000 2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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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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