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기업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기업

ALREADY

KYOWON

ALL
READY

KYOWON
‘내일을 만드는 인연’
교원그룹이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내일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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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Management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99℃ and 100℃.
At 100℃, water is powerful enough to move steam trains.
At 99℃, nothing happens.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99℃ and 100℃

99℃와
100℃의
차이는 크다

It is the same in business.
Customer dissatisfaction is like water at 99℃.
Therefore, we must demonstrate passion and will
until we reach 100℃ in customer satisfaction.

99℃와 100℃의 차이는 크다.
증기기관차는 물의 온도가 100℃ 이상이 돼야 힘차게 출발한다.
99℃의 물로는 절대 기관차를 움직일 수 없다.

일도 마찬가지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99℃의 물과 같다.
100℃라는 고객 만족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열정과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교원그룹 회장 장평순

No.1 KYOWON
실력, 지혜, 인성을 아우르는 최고의 교육상품으로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Better One KYOWON
당신의 행복, 더 나은 삶을 위한
생활맞춤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As One KYOWON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기억을 위해
편안한 휴양을 선물합니다

PART 1

Already
KYOWON

당신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해온 기업
교원그룹입니다

PART 1
Already KYOWON

Education

교원구몬 www.kumon.co.kr
빨간펜 www.kyowonedu.com
빨간펜 수학의 달인 www.dal-gong.com
위즈아일랜드 www.wizisland.com
신난다 체험스쿨 www.sinnandaschool.com

구몬학습, 빨간펜 등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가 바로 교원그룹의 교육상품
입니다. 교원그룹은 아이에게 꿈과 가능성을 전하고, 학부모에겐 굳건한 신뢰를 받으며 국내 최고의 교육기업으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혁신적인 교육 상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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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학습 / 스마트구몬

구몬학습은 수학 · 국어 · 영어 · 과학 · 한자 등의 주요 과목을 아이의 수준에 꼭 맞
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한 단계씩 앞서 나가는 개인 · 능력별 학습지입니다. 학년
과 나이가 아닌 개인의 학습능력에 맞춰 진도를 나가며, 단계 · 단원 · 문제 사이의
난이도를 세분화한 스몰 스텝(small step)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반
복학습을 통한 완전학습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문제해결능력과 사고력,
자기주도학습을 길러 아이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갖도록 돕습니다.

스마트구몬은 종이학습지의 장점에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학습지로 아이의
모든 학습 과정이 데이터로 기록되어 더욱 체계적인 맞춤 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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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캔두 / 도요새 / 전집 / 과학소년 / 위즈키즈

빨간펜이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AI 학습입니다. 초몰입 환경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메타버스 교실, 국내 유일 실사형 AI 튜터, AI 학습 분석을 통해 아이들의 학
습 몰입도를 높입니다. 국내 최초 메타버스 교실에서 직접 꾸민 아바타로 친구들
과 소통할 수 있으며, 실사형 AI 튜터 ‘마이쌤’이 아이들의 학습 티칭, 감성 코칭, 습
관 관리를 돕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함께 영어,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디지털 외국어 학습 프로
그램입니다. 3D 스토리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북,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
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기초 준비 학습
(Ready), 본 학습(Real), 반복 학습(Repeat), 심화 학습(Reinforce)의 4R 학습
시스템과 APP의 스마트한 다중 복습 시스템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균형적으로 발달시켜 외국어 실력을 확실하게 다져줍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의 지식을 전달하는 전집 시리즈입니다. 연령에 따
른 체계적인 포트폴리오로 영유아부터 초등 및 중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배경지식
을 넓혀주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교과과정에 꼭 맞는 맞춤 전집으
로 학교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소년과 위즈키즈는 초중생을 위한 분야별 전문잡지입니다. 과학소년은 최신
과학 이슈부터 과학 교과 배경 지식, 과학 수행평가까지 다채롭게 소개하는 과학
잡지이며, 위즈키즈는 최신 시사 이슈부터 사회 · 역사 교과 배경 지식, 글쓰기를
재미있게 알려 주는 인문 잡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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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더퍼스트 / 빨간펜 수학의 달인 / 위즈아일랜드 / 프랜시스파커 / 교원 신난다 체험스쿨

유아부터 고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영어교육을 전문
으로 하는 ‘더퍼스트 아카데미’, 초중 수준별 맞춤학습을 제공하는 ‘더퍼스트 러닝
센터’, 초등부터 고등까지 영어 · 수학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더퍼스트 캠퍼스’로
나눠지며 학생의 성향과 수준에 맞춘 최적의 교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교원 더
퍼스트는 공간 · 시간 · 시스템의 교육환경 변화를 통해, 공부 자체를 즐기는 생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개인 수준별 맞춤학습을 제공하는 초중등 수학 전문 교실입니다. 빨간펜 수학의
달인만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맞춰 기초 개념 및 연산, 서술형 등 종
합적인 수학능력을 단계별로 키워줍니다.

만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감성놀이교육기관
입니다. 감성지능과 다중지능이론이 접목된 놀이중심 유아교육 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아 발달 영역에 꼭 맞춘 인지 · 탐
구 · 오감 · 창의표현 · 감각 · 수 놀이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융합교육을 실현합니다.

아동의 개성 · 흥미 · 욕구 · 적성 · 자발성 등을 기본으로 삼아 영어를 통한 아동 중
심의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Global Leader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모든 교과과정
은 미국 공통 교육과정인 CCSS (Common Core State Standard)를 기반으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기반의 체험학습
포탈입니다. 초등 교과 연계 체험학습부터 진로직업, 문화예술 체험학습까지 다양
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탐색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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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Already KYOWON

Living & Care

교원웰스 www.kyowonwells.com
더오름 www.theorm.kr
라이프 www.kyowonlife.co.kr

교원그룹의 건강가전 종합브랜드 웰스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브랜드 교원더오름, 상조와 웨딩 서비스를 선보이는 다드림
PLUS까지. 교원그룹은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와 다양한 제품의 렌탈 및 서비스 통해 생활문화의 변화를 선도합니다. 최
고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상품, 서비스로 진정한 아름다움, 편리함의 가치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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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웰스

정수기 · 공기청정기 · 비데 · 식물재배기 · 매트리스 등을 선보이는 교원그룹 건강
가전 종합브랜드입니다. ‘New Life Curator’라는 브랜드 컨셉 아래 고객이 필요
로 하는 건강가전을 제공, 고객에게 더 건강한 라이프를 선사합니다.
주방공간의 혁신을 만들어 준 이 세상 단 하나의 시스템 정수기 ‘웰스더원’, 안전한
식물공장에서 수경재배로 자란 무농약 채소를 사시사철 오염 걱정 없이 집에서
직접 키워 바로 먹을 수 있는 가정용 식물재배기 ‘웰스팜’ 등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
탕으로 한 최상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전문 매니저의 바른 관리 서비스로 철
저한 위생관리와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건강가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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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름

32

베스트라이프 교원 / 다드림 올인원

합리적인 가격, 가치, 신뢰 기반의 고품질 제품을 선보이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교원그룹의 튼튼한 재무건전성을 기반으로 올바르고 체계적인 선진장례문화를

입니다. 뷰티 · 퍼스널 · 헬스 · 리빙케어 등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온 가족의

만들어가는 토털 라이프 케어 서비스입니다. 상조상품에 다양한 결합, 제휴 혜택

행복과 건강한 내일을 선사합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올바르고 정직한 사업기회를

을 더해 기존 상조 브랜드의 획일화된 서비스 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집중한 차

통해 ‘아름다운 인연’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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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Already KYOWON

Hotel & Leisure

더 스위트호텔 www.suites.co.kr
교원 연수원 training.kyowon.co.kr
교원투어 www.kyowontour.com
여행다움 www.tourdaum.com

교원그룹은 온 가족의 편안한 휴양, 더 즐거운 추억을 위한 호텔레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위트호텔은 휴양에 품
격을 더한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진정한 휴식과 더 큰 즐거움을 전합니다. 또한, 연수원 네트워크를 통해 자사 임직
원 및 고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과 휴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이
지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여행다움은 고객에게 최고의 여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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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위트호텔 / 블룸호텔

제주, 경주, 남원에 위치한 휴양 전문 호텔체인입니다. 최고급 인테리어를 통해 현
대적이면서도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였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상의 섬 제주를 만끽하는 스위트호텔 제주부터
천년 고도의 품격을 담아낸 스위트호텔 경주, 하늘과 맞닿은 아름다움 속 스위트
호텔 남원까지 청정한 자연의 품에서 진정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주 중문단지에 위치한 호텔브랜드입니다. ‘고객들이 다가가기 쉽고 편안한 호
텔’이란 콘셉트 아래,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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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수원

여행이지 / 여행다움

교원 연수원

38

가평, 경주, 도고에 위치한 국채 최고의 리조트형 연수휴양시설입니다. 전국단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종합 패키지 여행사 여행이지는

네트워크를 갖춘 3개의 연수시설은 기업 연수에서 청소년 체험 학습에 이르기까

항공권부터 액티비티까지 여행의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여행다움은 액티브 시니

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를 위한 프리미엄 테마여행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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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All Ready
KYOWON

당신의 내일을 위해 준비된 기업
교원그룹입니다

가치체계

KYOWON
Road

교원그룹은
올바른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CORE VALUES
핵심가치

교원 Way

건강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전지향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달성

이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들이

최고지향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

교원그룹의 혁신과 변화를

소통지향

조직에서 열린 마음과 소통으로 동료의 기대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상호 배려를 통해 공감과 신뢰를 유도

이끌어 나갑니다.

혁신지향

관습적으로 해오던 업무 방식에 의문을 가지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천

고객지향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기대 및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을 향상

MISSION
미션

Create a Better Life Together
고객 및 파트너와의 소중한 인연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TALENT
인재상

정열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난관을 헤치며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진취적 사고
남보다 앞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확실한 목표의식

PHILOSOPHY
경영철학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감으로 이를 달성하겠습니다.

혁신경영
선도적인 고객관리, 연구개발, 의식개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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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애 및 일치단결
먼저 베풀고 솔선수범하며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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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KYOWON
History

교원그룹은
약속과 신뢰, 도전과 성취로 어우러진
발자취의 결과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08~Now
변화와 혁신

2008

교원그룹 New CI 선포
스위트호텔 경주 개장

2010

교원내외빌딩으로 본사 이전

2011

㈜교원라이프 설립
수학 공부방 ‘빨간펜 수학의 달인’ 론칭

2012

스위트호텔 남원 개장

2013

사회공헌 ‘바른인성 캠페인’ 전개

2015

스마트 학습지 ‘스마트 빨간펜’ 론칭

2016

디지털 영어학습 프로그램 ‘도요새잉글리시 멤버스’ 론칭

2017

‘위즈 아일랜드’ 인수
㈜교원더오름 설립

1985~2000
창업과 개척

1985

㈜교원 창립

1986

‘중앙완전학습(빨간펜 전신)’ 창간

1987

최초 전집 ‘저요저요’ 출시

1988

㈜교원아카데미 설립

1990

공문교육연구원㈜ 설립(現 ㈜교원구몬)

스마트 학습지 ‘스마트구몬’ 론칭
식물재배기 ‘웰스팜’ 론칭
‘교원 에듀 딥 체인지’ 개최
2018

스마트오피스 ‘C. LAB’ 오픈
교원그룹 통합 포인트몰 ‘K-Members’ 오픈

프로그램식 학습지 ‘구몬학습’ 창간
1991

㈜교원교육 설립
진도식 학습지 ‘빨간펜’ 창간

㈜교원,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기업대상 20년 연속 수상
2019

구몬빌딩 입주

1996

㈜교원여행 설립

1999

제1회 구몬학습 연구대회 개최
제1회 구몬수학 인정테스트 개최

2000

시스템 정수기 ‘웰스더원’ 론칭
인공지능 수학교육 프로그램 ‘REDPEN AI수학’ 론칭

잡지 ‘과학소년’ 창간
1995

스마트 중국어학습 프로그램 ‘도요새중국어’ 론칭

사회공헌 ‘글로벌 인연봉사단(베트남)’ 활동 시행
코딩 교육 상품 'REDPEN 코딩' 론칭
‘제1회 교원 CQ 창의력 대회’ 개최
2020

교원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개최
모바일 기반 온라인 플랫폼 ‘마켓 85’ 론칭

교원연수원 도고 개장

통합 화상관리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화상랜드’ 론칭
프리미엄 테마여행 ‘여행다움’ 론칭

2001~2007

2021
2001

사회공헌 ‘인연사랑 캠페인’ 시작

‘블룸호텔 제주’ 오픈

2003

스위트호텔 제주 개장

통합영업센터 ‘교원 원스퀘어’ 오픈

비전센터 가평 개장

사내벤처 프로그램 ‘딥체인지 아이디어 프라이즈’ 개최

Wells 정수기, WOW 비데 출시

메타버스 기반 학습 프로그램 ‘아이캔두‘ 론칭

제 2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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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T’ 여행사 인수

2004

제18회 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2022

2005

성수물류센터 준공

교원그룹 사내벤처, 멀티미디어 웹소설 플랫폼 ‘톡크(TOCK)’ 론칭

2006

드림센터 경주 개장

㈜교원KRT, ㈜교원투어로 사명 변경

2007

장평순 회장, 제21회 책의 날 옥관 문화훈장 수훈

신규 여행 브랜드 ‘여행이지’ 론칭

‘교원스타트원 창업 공간‘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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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KYOWON
Affiliates

교원그룹은
총 13개의 계열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고객의 더 나은 삶을

www.kyowonedu.com

www.kumon.co.kr

교과 진도식 학습지 시장 부동의 1위 빨간펜을 필두로 아이캔두, 도요새 등의
에듀테크 상품을 선보이는 교육전문 기업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 아이들이 선택한 개인 · 능력별 학습지 ‘구몬학습’을 통해 회원들이
기초를 쌓고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전문 기업입니다.

www.kyowonwells.com / www.suites.co.kr

www.wizisland.com

정수기 · 공기청정기 등의 건강가전 종합브랜드 Wells와 휴양 전문 호텔체인
더 스위트호텔, 블룸호텔 등을 운영하는 생활문화 기업입니다.

유아 놀이교육기관, 초 · 중 · 등 전문 학원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학원사업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교육전문 기업입니다.

www.theorm.kr

www.kyowonlife.co.kr

온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상에 꼭 필요한 뷰티 · 헬스 · 리빙 등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 고품질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입니다.

장례, 결혼 등 경조사(상조)를 위해 순수 의전상품부터 다양한 혜택의 결합상품까지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 기업입니다.

www.kyowonstartone.com

www.kyowontour.com

자사 인프라 및 안정적인 운용 Solution을 기반으로 물류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필먼트 전문 기업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이지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패키지 여행다움 등 최고의 여행 경험을 선사하는 여행전문 기업입니다.

www.kyowon.co.kr

www.kyowon.co.kr

국 · 내외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자문, 직 · 간접 자금공급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투자전문 기업입니다.

메타버스와 NFT를 기반으로 Web3.0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창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영역
교육문화 / 생활문화 / 호텔레저

10

3

교원 / 교원구몬 / 교원프라퍼티 / 교원위즈 / 교원더오름 / 교원라이프

교원더오름베트남 / 교원베트남 / 교원러닝베트남

국내 계열사
교원스타트원 / 교원투어 / 교원인베스트 / 교원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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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열사
베트남 현지에서 교원그룹의 교육 및 생활
문화 상품을 선보이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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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KYOWON
Infrastructure

교원구몬빌딩

교원그룹은
전국 5개의 사옥과 4개의 생산 및

교원내외빌딩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원명동빌딩

최적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문화 · 생활문화 · 호텔레저 사업을

국민장례식장

성수 물류센터
파주 물류센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가평
강원효장례문화원
원주세인트병원장례식장

웰스인천공장
청평휴양시설

화성 장례문화원

5
사옥

4

웰스인천공장, 성수 · 파주 · 안성 물류센터

8

7

드림센터 경주, 비전센터 가평, 교원연수원 도고

강원효 · 김해 · 신정 · 평택 · 화정 장례문화원,

스위트호텔 제주 · 경주 · 남원, 블룸호텔, 청평 휴양시설

국민 · 원주세인트병원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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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장례문화원

교원연수원 도고
스위트호텔 경주
교원대구빌딩

생산 및 물류시설

교원내외 · 교원구몬 · 교원명동 · 교원부산 · 교원대구 빌딩

연수휴양시설

안성 물류센터
평택 장례문화원

드림센터 경주

교원부산빌딩

스위트호텔 남원
김해 장례문화원

장례문화원
블룸호텔
스위트호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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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Global

교원그룹은

전집 저작권 수출

대한민국을 넘어

- 2002년부터 전 세계 70개 나라, 74개 회사에 전집 저작권 수출
- 총 2,118권의 책, 78편의 DVD, 45개 방송국과 TV방영권 체결
- 볼로냐,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상하이, 타이페이, 방콕, 하노이, 호치민, 아부다비 등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도서전에 참가
- 2007년부터 현재까지, ‘the World Leading Publishers by Livres Hebdo’ 50위 안에 랭크

다양한 교육상품으로

(2019년 현재 19위)

K-Pop, K-Beauty에 이어 K-Edu를 이끌고,
자연의 건강함을 담은 환경가전 상품으로
글로벌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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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국

개국

Europe

2017년 8월

2018년 5월

2019년 3월

도요새잉글리시

교원더오름

교원 호치민

베트남 국영기업 ‘Vnpt미디어’와 계약

베트남 법인 설립

위즈아일랜드 오픈

베트남 국영기업 ‘Vnpt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하

교원그룹의 네트워크 마케팅 브랜드 ‘교원더오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 감성놀이교육기관인 ‘위

고, 디지털 영어학습 프로그램 ‘도요새잉글리시’를

름’의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교육 상품뿐

즈아일랜드’를 베트남 호치민에 오픈했습니다.

베트남에 론칭했습니다. 단순한 저작권 수출이 아

만 아니라 헬스, 뷰티 등 다양한 상품으로 베트남

위즈아일랜드만의 다양한 감성놀이 프로그램을

닌, 한국형 학습관리 시스템을 직접 공급하는 사례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교원그룹의 영향력을 넓

통해, 베트남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로 베트남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도록 돕습니다.

3

Asia

개국

7

North America

개국

18

Middle East

개국

Africa

1

12

개국

개국

2019년 3, 4월

2019년 6월

2019년 9월

교원웰스(정수기) 싱가포르 수출

베트남 박하(BACHA) 그룹과

교원 러닝 베트남

교원더오름(화장품) 카자흐스탄 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법인 설립

South America

Oceania
베트남 중견건설 무역회사 박하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교원 러닝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박
하그룹이 건설하는 고급 주상복합에 교원웰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빌트인으로 공급하고,
교원위즈의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영어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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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Sustainability
Management

교원그룹은
지난 시간 동안 고객의 사랑 속에

주요 활동

- 서울 창신초등학교에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후원, 서울시와 MOU 체결
- 저소득층 아동 대상 ‘교원 홀로렌즈 창의융합캠프’ 교원 연수원에서 3회 실시
- 아동 실종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아이사랑 캠페인’ 진행, 남대문경찰서와 MOU 체결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기업의 법률적 · 경제적 · 윤리적

- 전국 학교 대상 ‘선생님 감사편지 쓰기대회’ 후원 및 그룹 ‘감사편지 쓰기대회’ 실시
- 빈곤 환경의 심리 ·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 대상 ‘심리 · 정서 치유 프로그램’ 후원
- 서울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 ‘교원 도요새 놀이터’ 조성
- 교원 올스토리 전집과 연극을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원 방과후 인성 극장’ 실시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KYOWON CSR

교원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바른 마음을 갖고 함께 어울
려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바른인성 캠페인

교원그룹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교육업계 최초로 인성교

인성교육을 통한 어울림 인재 양성

육 사회공헌 활동 ‘바른인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년의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른인성
교재’ 제작, 교원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바른인성캠프’ 등을 통해 아이들의 바른인성 길잡이로서 역할
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연사랑 캠페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눕니다. 교원그룹은 ‘인연사랑 캠페

함께 나눔으로 어울림의 기반 마련

인’을 통해 모인 임직원의 후원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
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후원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원 글로벌 봉사단 1기

교원그룹 글로벌 인연봉사단원으로 선정된 30명의 임직원들은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베트남 봉사 활동

베트남 호치민 빈딴 지역에 위치한 깜투유치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교원그
룹이 교육기업으로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및 환경정화 활동으로
베트남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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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고객의 사랑 속에 성장해왔습니다. 교원그룹
은 교원인의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솔선수범하는 기업문화를 통해 100년 후에도 고객을 위한 최
고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업윤리

교원윤리강령

교원그룹은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의 가치를 누리는 진정한 휴머니즘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을
이루기 위하여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에 ‘교원윤리강령’을 제정하
여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1. 우리는 교육문화 선도기업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우리는 생활문화 선도기업으로 건강한 삶의 환경을 제공한다.
3. 우리는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를 창조한다.
4. 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유지한다.
5. 우리는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한다.
6. 우리는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가치 계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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