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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팀

열린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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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이네트웍스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고객의 고민에 대한 독창적인 솔루션 제시는 물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복합 서비스 그룹입니다.

차별화된 웹컨설턴트
고객감동 IT전문 쇼핑몰

맞춤형 전국 서비스

회사명

(주) 이케이네트웍스

설립일

2014. 09. 24

본사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14길 4 5층

대표번호

1800-1972

주요사업

유통사업, 솔루션 사업, 콜센터 사업, 서비스 사업

ABOUT EK

Company Outline
EKNETWORKS Certification

벤처기업 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IP스타트업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업평가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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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전국 서비스

차별화된 웹컨설턴트

 전국 최대 서비스 인프라 보유

 고객 니즈 분석 맞춤 컨설팅 파트너

 다양한 IT제품의 설치 및 유지보수

 분야별 10년 이상 경력 전문가 포진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제공

 전문 기획력 통한 사업 방향성 제시

 10년 이상의 축적된 노하우

 사용자중심의 UI/UX 디자인 구현

 전문 상담원의 기술 지원

 고객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 실현

 고객사 제품에 따른 맞춤 서비스 제공

 사용자 / 관리자 중심의 개발 구현

 해외 지사 및 인프라를 통한 유통

고객감동 IT전문 온라인 쇼핑몰

 가격대비 최상의 제품들로 구성
 시연실을 이용한 제품 체험
 전문 상담원의 제품 추천
 다양한 이벤트
 안전하고 정확한 배송
 고객가치 최대화, 재방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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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2015.2

2014.12

 ㈜몬티스타텔레콤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EK-SVC 내부 전산망 오픈

 ㈜CJ헬로비전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컴퓨터A/S 서비스 EK SERVICE 오픈

 ㈜아이넷스쿨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SK텔링크 전국망 영업대리점 계약

 ㈜준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티브로드홀딩스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아이에스엘코리아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비트앤펄스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코에듀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전자제품 영업대행 시스템 구축
㈜아이에스엘코리아 콜센터 대행 계약
㈜웨이브링크 콜센터 대행 계약
㈜웨이브링크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공간 콜센터 대행 계약
㈜공간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피치밸리 모니터/프로젝터 국내 판매점 등록
벤큐 코리아 대리점 등록

 ㈜KTC코리아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2014.9

2014.10

2014.9

2014.11
2014.11

 ㈜이케이네트웍스 홈페이지 오픈

 전자결제솔루션 PAYAPP 총판대리점 등록

 ㈜이케이네트웍스 법인설립

 ㈜와이엠디앤디 포렌식 데이터 복구 총판대리점 등록
 ㈜샵캐스트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더존테크윌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플랜티넷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원트리즈뮤직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영우디지탈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케이에프텔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2015.1
2015.1












EK-SVC 외부 홈페이지 오픈
전국 벽걸이TV/CCTV/빔프로젝터 설치 및 서비스망 인입
IPAYAPP 홈페이지 오픈
콜센터 대행 시스템 구축
벤큐 코리아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SK BROADBAND 사군 서비스망 인입
컴퓨터협동조합 서비스망 인입
KT 사군 서비스망 인입
VIEWSONIC KOREA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마이더스소프트 이지헬프 원격관리솔루션 국내 총판대리점 등록
㈜정직한기술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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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

2015.12

 ㈜지성뉴테크놀로지 모기퇴치팔찌 해외 총판대리점 등록
 베트남-호치민 엑스포 참여(단독)
 ㈜이레인터내셔널 동남아시아 지역 유통 업무 제휴

2015.9
 ㈜지앤씨 수냉식 LED 해외 총판대리점 등록

 ㈜아보네 LED 그림자광고 해외 총판대리점 등록

 ㈜조이프랜드 디바안전미러 해외 총판대리점 등록

 ㈜지앤 전국 모범음식점 트래퍼폰 설치 계약
 ㈜컴넷시스템 전국 관공서 전산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글로빅스 독립몰 구축 계약

2015.10
 SK 텔레콤㈜ 스마트빔/스마트미러링 국내 판매점 등록

 ㈜아이에스엘코리아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대행 계약
 ㈜디앤알엔지니어링 교육용 태블릿 국내 판매점 등록

2015.3

2015.8

2015.3
 미니스톱 편의점 무인택배기 전국 설치 계약

2015.5

2015.11
2015.11
 IT기기 전문 쇼핑몰 이케이몰 오픈
 ㈜디앤알엔지니어링 콜센터 대행 계약
 ㈜디앤알엔지니어링 물류센터 계약

 베트남 지사 설립

 ㈜글로빅스 전동세안기 CLEAN-POP 해외 유통 계약

 ㈜아이에스엘코리아 해외 총판대리점 등록

 오라클코스메틱㈜ 온라인몰 유지보수 계약

 전자칠판 빅노트 세미나 진행 (베트남-호치민)

 오라클코스메틱㈜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대행 계약

2015.7
 전자칠판 빅노트 52만불 수출(베트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아이에스엘코리아 국내 총판대리점 등록
 ㈜케이지모빌리언스 PG 대리점 계약
 ㈜케이지이니시스 PG 대리점 계약

2016.1
2016.1
 ㈜무미대 러시아, CIS국가 해외 유통 업무 제휴
 세븐일레븐 편의점 무인택배기 전국 설치 계약
 ㈜글로빅스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대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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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롯데상사㈜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계약
 롯데상사㈜ 수입품목 관련 기사 송출 계약
 ㈜엠제이엔터프라이즈 쇼핑몰 구축 계약

2016.3








㈜초초스팩토리 조성아22 쇼핑몰 구축 계약
㈜씨에스코스믹 16브랜드 쇼핑몰 구축 계약
㈜아리바이오 쇼핑몰 런칭 문안 기획
㈜누리온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크레소티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벤처기업 인증
IP 스타트업 국내권리화 지원사업 선정

2016.8







㈜터치웍스 영업 대리점 계약
㈜터치웍스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지니어스 콜센터 대행 계약
㈜비포앤애프터바이오 독립몰 구축 계약
㈜비포앤애프터바이오 기업 홈페이지 구축 계약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2016.3

2016.5
 ㈜진셀팜 기업 홈페이지 구축 계약
 배재학당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계약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참존 쇼핑몰 구축 계약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계약
㈜삼성전자 특허권 양수 계약
㈜유비벨록스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서울시 고용창출지원사업 선정
㈜디엔알엔지니어링 위탁생산 계약
㈜엘지전자 특허권 양수 계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권 양수 계약

2016.10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홈페이지 구축 계약
 ㈜터치인솔 쇼핑몰 구축 계약

2016.11





㈜엠포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레이디레시피 쇼핑몰 구축 계약
네이처메디코스 홈페이지 구축 계약
㈜네오에스네트웍스 대리점 계약

한국일화협회 홈페이지 구축 계약
㈜SFC 홈페이지 구축 계약
㈜컨콜디아사 쇼핑몰 구축 계약
㈜레이디레시피 쇼핑몰 수축 계약
㈜엔트로피테크 물류센터 계약
㈜엔트로피테크 리페어 대행 계약
메가스터디교육㈜ 콜센터 대행 계약
㈜에스앰 콜센터 대행 계약

2017.01
 ㈜비앤에이바이오 라이징스타 쇼핑몰 구축 계약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계약

2017.3

2016.9





2016.6














2016.8

2016.4
 ㈜골드마크 독립몰 구축 계약
 ㈜코발트레이 전자가격표 출장대행 서비스 계약

2016.12

2016.7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2017.02
 ㈜큐티젠래버러토리스 A1S5 쇼핑몰 구축 계약
 ㈜큐티젠래버러토리스 인터미션 쇼핑몰 구축 계약

2017.03








모둠스튜디오 제이몰 쇼핑몰솔루션 특허등록 완료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씨에이팜 프라젠트라 쇼핑몰 구축 계약
㈜진셀팜 아이베베 홈페이지 구축 계약
㈜본어게인뉴코리아 온라인마케팅 계약
파이스튜디오㈜ 물류센터 계약
㈜디스플레이랜드 TV 유지보수 대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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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2017.4
 ㈜디스플레이랜드 TV 배송 설치 대행 계약
 ㈜에스파크제이디 기업 홈페이지 구축 계약
 ㈜인투씨앤씨 국내 총판대리점 등록

2017.5







물류 연합 전국망 인입
㈜굳웰 기업 홈페이지 구축 계약
㈜큐제네틱스 기업 홈페이지 구축 계약
㈜에이아 회사소개서 제작
NEC 대리점 등록
HITACHI 대리점 등록








㈜테크앤원 배송, 설치, 유지보수 대행 계약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리점 등록
㈜LG유플러스 PG 대리점 계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
㈜이지넷유비쿼터스 대리점 등록
뷰소닉코리아 대리점 등록

2017.10





㈜청음교육평가원 물류센터 계약
㈜청음교육평가원 리페어 대행 계약
㈜청음교육평가원 콜센터 대행 계약
㈜글로빅스 웹 서버관리 대행 계약

2017.9

2017.4
2017.6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선정
 ㈜문무 기업 홈페이지 구축 계약

2017.7
 인프라웨어 폴라리스오피스 대리점 등록
 ㈜NHN 한국사이버결제 PG 대리점 계약
 ㈜토탈에프앤비 독립몰 구축 계약

2017.8
 ㈜플러스정보통신 설치, 유지보수 대행 계약
 ㈜리서치하우스봄 기업 홈페이지 구축 계약
 바이오앤슈티㈜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계약

2018.1

2017.11







㈜한글과컴퓨터 대리점 등록
㈜대성글로벌코리아 물류센터 계약
노브랜드가방협동조합 기업 홈페이지 구축 계약
노브랜드가방협동조합 쇼핑몰 구축 계약
㈜텅인더마우스 쇼핑몰 구축 계약
에이서 코리아 대리점 등록

2017.12





㈜엠씨커머스 배송, 설치, 유지보수 대행 계약
㈜디스플레이랜드 물류센터 계약
㈜한천디앤피 설치, 유지보수 대행 계약
㈜이프라임스 리페어 대행 계약

 서울특별시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2018년 유지보수 계약
 ㈜위사 쇼핑몰솔루션 파트너 계약
 ㈜플러스티브이 설치, 유지보수 대행 계약

2018.2
 솔루션메이커㈜ 배송, 설치, 유지보수 대행 계약
 ㈜토탈에프앤비 독립몰 구축 계약

2018.3
 ㈜베닉스코리아 독립몰 구축 계약
 ㈜디스플레이랜드 기업 홈페이지 구축 계약
 ㈜대성글로벌코리아 기업 홈페이지 구축 계약

2018.3 ~

ABOUT EK

Field of Business
EKSERVICE

Fast

Expedite

Trust

전국 300여개의 서비스 대리점을 기반으로 방문수리서비스,
콜센터서비스, 영업컨설팅 등 기업 맞춤 서비스 컨설팅 및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이케이서비스

Honesty

ABOUT EK

About EKSERVICE
서비스 대행절차
맞춤형 서비스로 전국 최대 서비스 인프라 및 실시간 관리 시스템, 전문 상담원의 기술 지원을 통한
맞춤형 IT제품 설치 및 유지보수 대행

체계적인 관리자 제공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각종 서비스 대행 요청

배정 및 관리
서비스 대행

서비스 대행 업무
제조사
PICK UP 서비스

유통사

이케이서비스
본사

고객

프로그램 셋팅

기술지원 업무
서비스업체
영업대행 업무

이케이서비스
서비스점

ABOUT EK

About EKSERVICE
방문수리 서비스
이케이서비스 만의 Total Outsourcing Management System을 기반으로 손쉽게 제품의 설치 및 서비스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제품이 H/W불량인 경우 국내 최대규모의 EK-SVC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After Service를 제공하는 신개념 서비스

EKNETWORKS
Total Outsourcing
Management System
서비스 운영 시스템

서비스 접수

물류 관리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

국내 최대 규모
인프라 이용
신속 친절한
출장 서비스

ABOUT EK

About EKSERVICE
물류 배송 설치 서비스
전국의 Network를 구축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설치 전문가를 통하여 신속, 안전,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전국 설치, 배송 서비스를 제공
상품의 이동 상황을 시스템에 의해 처리하며, 고객사에 배송정보를 신속히 Feed back 을 통해 complain 및 매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D-DAY
생산

국내 제조 공장
해외 OEM 공장

터미널입고

출고지시

용인 HUB
터미널

D+1~4일
수도권
간선운행

지역 대리점

D+2~10일
지방
배송출고

배달완료

최종 소비자
(설치 및 회수)

ABOUT EK

About EKSERVICE
입고 수리 서비스
1. 출장 방문 점검 시 현장 처리가 어려운 제품의 입고 수리
2. 출장 수리가 필요 없는 제품의 택배 입출고 수리
3. 전산을 통한 서비스 자재 관리
4. 전산을 통한 서비스 진행 상황 실시간 관리

ABOUT EK

About EKSERVICE
유지보수 서비스
이케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증마크가 부착된 상태로 판매된 제품를 대상으로
1년간(12개월) A/S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서비스 정보가 등록된 제품 판매

판매업체

EK-SVC 서비스 쿠폰 구매
→1년간 무상 출장 서비스 신청

고객

① 1800-1972
서비스 신청

⑤ 해피콜을 통한
고객만족도 체크

EK-SVC
본사

③ 방문 서비스 제공

EK-SVC
서비스점

② 서비스점 배정 및 방문 요청

ABOUT EK

About EKSERVICE
엔지니어 콜센터서비스
IT에 최적화된 전문 콜센터로 IT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
전화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엔지니어 콜센터서비스

일반 서비스 상담원이 아닌 전문 엔지니어의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빠른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단순 콜센터의 가치 그 이상을 고객님들께 제공합니다.

ABOUT EK

About EKSERVICE
이케이서비스 대리점

전국 약 300여 개 정직한 서비스 네트워크 보유
국내 최대규모의 서비스인프라가 함께합니다!
(2018년 3월 기준)

EKSERVICE
Infrastructures

지역

서비스점

서울, 경기, 인천

116

충청, 대전

36

강원

22

전라, 광주

49

경상, 부산, 대구, 울산

78

제주

5

합계

306

 각 서비스점의 특화된 기술 및 체계적인 조직관리
 컴퓨터 서비스 외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군으로 세분화 관리 운영
 CJ헬로비전, SK텔링크, BenQ Korea 등 대기업 서비스 대행을 통한 서비스점의 전문화
: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실시 (대기업의 요청에 의한 인증시험 실시)

ABOUT EK

EKSERVICE Customer
EKSERVICE Main Customer

㈜씨제이헬로비전
인터넷 전화기 전국 설치 및 서비스

㈜몬티스타텔레콤
인터넷 전화기 전국 설치 및 서비스

㈜티브로드홀딩스
인터넷 전화기 전국 설치 및 서비스

㈜에스케이텔링크
인터넷 전화기 전국 설치 및 서비스

㈜케이에프텔
인터넷 전화기 전국 설치 및 서비스

㈜비트앤펄스
Syrup 관련 전국 비콘 설치 및 서비스

㈜준시스템
디지털인화기 전국 설치 및 서비스

㈜영우디지털
HP관련 전국 컴퓨터 및 프린터 설치

ABOUT EK

EKSERVICE Customer
EKSERVICE Main Customer

㈜원트리즈뮤직
매장음악방송 전국 설치 및 서비스

㈜샵캐스트
매장음악방송 전국 설치 및 서비스

㈜더존테크윌
매장음악방송 전국 설치 및 서비스

㈜플랜티넷
매장음악방송 전국 설치 및 서비스

㈜아이넷스쿨=>㈜룽투코리아 사명변경
온라인 교육 관련 전국 사용자
컴퓨터 설치 및 서비스

벤큐 코리아
모니터,빔프로젝터 전국 설치 및 서비스

뷰소닉 코리아
모니터,빔프로젝터 전국 설치 및 서비스

㈜빅노트
전자칠판 전국 설치 및 서비스

ABOUT EK

EKSERVICE Customer
EKSERVICE Main Customer

㈜한국케이블텔레콤
인터넷 전화기 전국 설치 및 서비스

㈜정직한기술
웹캠 전국 설치 및 서비스

㈜마이더스소프트
솔루션 국내 총판 대행

SK 텔레콤㈜
IT기기 국내 판매 대행

㈜와이엠디앤디
솔루션 국내 총판 대행

㈜유디아이디
솔루션 국내 총판 대행

㈜KTC코리아
UHD TV 전국 설치 및 서비스

㈜코에듀
전국 초등학교 시청각교재 설치 및 서비스

ABOUT EK

EKSERVICE Customer
EKSERVICE Main Customer

㈜글로빅스
전동세안기 해외 총판 대행

㈜이레인터내셔널
동남아시아지역 총 판매 파트너쉽

㈜디앤알엔지니어링
교육용 태블릿 국내 판매 대행

㈜지앤씨
수냉식 LED 해외 총판 대행

㈜아보네
LED 그림자광고 해외 총판 대행

㈜피치밸리
IT기기 국내 판매 대행

㈜웨이브링크
전국 무인택배기 설치 및 서비스

㈜컴넷시스템
전국 지자체 전산관련 제품 설치 및 서비스

ABOUT EK

Field of Business
MODOOM STUDIO

Planing

Design

Publish

성공적인 온라인 브랜드 런칭을 위해
전략 기획부터 런칭 홍보까지
각 분야 온라인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모둠스튜디오

Develop

ABOUT EK

About MODOOM STUDIO
주요 제공서비스
10만시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각 서비스별 온라인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b Development







홈페이지 / 쇼핑몰 제작
웹 프로그램 개발
웹 컨설팅
웹 기반 컨텐츠 제작
모바일 홈페이지 / 쇼핑몰 제작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Web Service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홈페이지 유지보수

SI / Solution
 ERP 등 솔루션 개발

ABOUT EK

About MODOOM STUDIO
솔루션 특허 인증
특허 솔루션 J Mall 등록번호 제 10-1709594호

“특허 인증 받은 쇼핑몰 솔루션 ”으로
이제 자사만의 차별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완성하세요~!!

Patent 1

Patent 2

Patent 3

최적화된 판매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상품 및 주문 관리 메뉴

매출 강화 전략 기획을 위해 판매자에게
필요한 리포트 추출하는 관리 메뉴

입점 업체 추가등록을 통해 매출 및
판매채널 확대가 가능한 업체 관리 메뉴

[주요기능]
 시각적인 효과를 업 시켜주는 컬러칩 노출 기능
 재고 연동 관리 기능으로 제품 관리 효과 증대

[주요기능]
 매출 분석, 접속 통계, 판매 분석, 회원 분석 등
 파일 형식 그대로 프린트 출력 가능

[주요기능]
 입점 업체별 정보 및 배송 정책 별도 관리 가능
 입점 업체 관리 기능을 통한 추가 판매채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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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OOM STUDIO Customer
MODOOM STUDIO Main Customer
㈜오라클코스메틱
닥터오라클몰 유지보수
온라인 체험단 마케팅 대행

㈜글로빅스
클린팝 독립몰 제작
온라인 마케팅 총괄 대행

㈜무겐패션
기업 홈페이지 제작

㈜엠제이엔터프라이즈
자사 브랜드 쇼핑몰 제작

롯데상사㈜
온라인 마케팅 총괄 대행

멕리듬 스팀 아이마스크
메리즈 기저귀 제품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 뉴스기사 배포

㈜초초스팩토리

㈜씨에스에이코스믹

㈜아이에스엘코리아

조성아22 온라인쇼핑몰 제작

㈜참존
참존 온라인쇼핑몰 제작

16브랜드 온라인쇼핑몰 제작

㈜진셀팜
기업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ABOUT EK

MODOOM STUDIO Customer
MODOOM STUDIO Main Customer
㈜아리진
닥터오라클몰 유지보수
온라인 체험단 마케팅 대행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모바일 홈페이지제작

㈜터치인솔

㈜문무
프로모션 페이지 제작

㈜네이처메디코스
기업 홈페이지 제작

㈜비엔에이바이오

터치인솔 온라인쇼핑몰 제작

b&A 기업홈페이지 제작
b&A 온라인 쇼핑몰 제작

㈜한국피부과학연구원

㈜디알프로그

기업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디알프로그 온라인쇼핑몰 제작

ABOUT EK

MODOOM STUDIO Portfolio
E-COMMERCE construct

여드름피부전문화장품닥터오라클

클린팝진동클렌저에클레시아

엠제이엔터프라이즈

Unique하고Fun한화장품식스틴브랜드

뷰티마스터조성아의화장품조성아22

Hip&beauty 스타일멜로멜리

ABOUT EK

MODOOM STUDIO Portfolio
E-COMMERCE construct

49년피부장인의노하우를담은DR.FROG

기초화장품전문브랜드참존

스타메이크업브랜드터치인솔

Unique하고Fun한화장품식스틴브랜드

IT 전문쇼핑몰이케이몰

스타피부과학연구소라이징스타

ABOUT EK

MODOOM STUDIO Portfolio
HOMEPAGE construct

사람을아름답게하는과학진셀팜

IT 전문개발업체이케이네트웍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의학, 자연, 화장품브랜드네이처메디코스

ABOUT EK

MODOOM STUDIO Portfolio
MOBILE construct

여드름피부전문화장품닥터오라클

클린팝진동클렌저에클레시아

엠제이엔터프라이즈

Unique하고Fun한화장품식스틴브랜드

뷰티마스터조성아의화장품조성아22

Hip&beauty 스타일멜로멜리

ABOUT EK

MODOOM STUDIO Portfolio
MOBILE construct

한국근대교육기관배재학당역사박물관

49년피부장인의노하우를담은DR.FROG

기초화장품전문브랜드참존

사람을아름답게하는과학진셀팜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

b&A비포앤에프터홈페이지

ABOUT EK

MODOOM STUDIO Portfolio
MOBILE construct

IT 전문쇼핑몰이케이몰

b&A비포앤에프터쇼핑몰

브랜딩컨설턴트모둠스튜디오

의학, 자연, 화장품브랜드네이처메디코스

IT 전문개발업체이케이네트웍스

스타피부과학연구소라이징스타

ABOUT EK

CONTACT US
회사 위치

연락처
홈페이지. www.eknetworks.com
TEL . 02-1800-1972
FAX . 02-6280-1972
이메일.
서비스사업본부 이케이서비스
E-mail. master@eknetworks.com
웹사업본부 모둠스튜디오
E-mail. info@eknetworks.com

교통 안내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14길 4, 5층
(성화빌딩 5층)

자가용 (주차 무료)
전철이용시 1호선 독산역 하차 (1번출구 도보12분)
버스이용시 금천우체국 하자 (도보5분)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이케이네트웍스가 시작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