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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티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Global IT의 희망이 되어 꾸준한 성장을 통해 큰 나무가 되고자 합니다.

2. 남과는 다른 발상, 신선한 생각으로 혁신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3. 통합적인 안목으로 귀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처리하여

업무에 힘이 되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운영, 웹 개발, 모바일 개발, 컨설팅, 디자인, 솔루션 등이 필요하시면

ITKEY를 찾아주십시오.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통으로 귀사의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며,

그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물로서 ITKEY는 좋은 파트너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 표 김 성 수

CEO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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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KEY HISTORY

2019.07 ITKEY 특허

2018.10Honeywell Partnership 체결

2013Intel security Partnership 체결

명품2통신

CCTV, Network장비 및
통신장비 서비스

2005

아이티키 법인 전환2018.07

엠스코 상호 변경

객실 관리 및 원격제어 솔루션
가상통신(SBC)

개발 및 서비스

2012



ORGANIZATION

I T O 사 업 부 유 지 보 수 부보 안 부경 영 지 원 부

기획팀

솔루션개발팀

마케팅팀

영업팀

맥아피보안팀

운영팀

하니웰유지보수

유지보수팀

대 표 이 사

감 사



입구 복도

사무실 전경

FACILITIES



Business

WEB

COUNSULTING
SERVICE MOBILE

Development

Management

Publishing

Design

Android & IOS & Win8 & HTML5
&Firefox Development

SI Consulting

UI & UX Consulting

BUSINESS AREA



ITKEY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Project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PROJECT PROCESS

→ → → →PLANNING

요구사항정의

분석/설계

일정관리

DEPLOYMENT

이행

MAINTENANCE

지원

유지보수

TESTING

QUALITY

ASSURANCE

테스팅

REALIZATION

개발

퍼블리싱

디자인



명 칭 아파트위드 “APTWith”

기 능

SERVICE & SOLUTION

설 명 아파트 관리를 위한 웹서비스

솔루션으로 관리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입주자/입주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 Web을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통합 관리 솔루션 입니다.

순찰 중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한 입주자/입주사들에게

발빠른 알림 건물 내부 발생한 이슈사항에 대한

전직원 공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QR을 이용한 건물 출입 관리 및 방문객에 대한

방문 신청 및 QR 발급 / 출입 통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MS 프로그램

OUR WORK - WEB

대출 서비스

100% 100%

ERP 프로그램

대출진행을 위한 웹서비스 솔루션으로 고

객과 상담사의 대출 신청과
상담의 중개를 Web으로 제공하는

대출중개시스템 솔루션

정의

고객의 신용 정보와 내부 CSS를 통해

최적화된 대출 중개 서비스와 대출
상담사를 통한 고객 대출 안내에 대한 상담

신청 기능과 고객의 신용 정보를
토대로 신용 관리 및 기대출을 대환

할 수 있는 컨설팅 기능을 포함

기능

사내 교육 관리를 위한 웹서비스

솔루션으로 사용자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관리용 Web을 제공하고

있는 통합 교육관리 솔루션

정의

관심 강좌와 인기 강좌 현황 및

시간대별 접속자 통계와 일별

접속자 통계, 그룹사 별 가입자
비율 및 현황을 알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능

금융사 별 급여 정산을 위한 웹서비스

솔루션으로 관리용 Web을 제공하고 있는

통합 급여 관리 솔루션

정의

각각의 금융사 별 직원 실적과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월별 급여명세서와 지급 리스트를

발송할 수 있고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금융사 별 인센티브와

수수료 및 인사평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
관리기능과 인사평가 관리 기능

기능

100%



OUR WORK - International Trading

아이티키는 경쟁력있는 제품이나 유통능력을 보유하고 수출/수입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수출입 대행, 수출입 업무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무역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춘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사에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키트
(COVID KIT)

기름
(OIL)

화장품
(COSMETICS)

How To Contact
무역 관련 문의사항은 하단에 작성된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김 성 수 이메일 : kim@itkey.co.kr



Social Network Service

Certificate Of Patent

Our Partner

Project Reference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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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인스타그램

ITKEY는 소통과 복지를 위해

인스타그램을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ID : itkeyco.ltd



SNS - 네이버 블로그 운영

ITKEY는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등

혜택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 사업을 블로그에 안내 및 서류 준비,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tkey7


▲ 전자 서식 변환 장치 및 방법 특허증 ▲ 네트워크 시스템의 암호화 장치 및 그 방법 특허증

CERTIFICATE OF PATENT



OUR PARTNER



고객사 수행 프로젝트

신한카드 신한카드 앱 개발

유안타증권 SSO 개발

삼성전자 미국 MES 솔루션 개발

부산은행 비대면 솔루션 개발

LG전자 MES 솔루션 개발

메리츠화재 보험 가입설계 솔루션 개발

무역공사 무역공사 고객 대응 시스템 개발

KB카드 비대면 솔루션 개발

우리은행 SSO & 비대면 개발

KAKAO 카카오 스토어 프렌즈샵 리뉴얼

POSCO 그룹 통합커뮤니케이션 사이트 구축

대우건설 대우건설 ERP 구축

고객사 수행 프로젝트

한화투자증권 여신 솔루션 개발

국민안전처 홍보 홈페이지 개발

현대카드 쇼핑몰 플랫폼 개발

흥국화재 가입설계 솔루션 개발

광주은행 비대면 솔루션 개발

교통관리공단 홍보 홈페이지 개발

인텔시큐리티 고객대응 플랫폼 운영

하나은행 비대면 솔루션 개발

농협상호저축은행 비대면 솔루션 개발

교육부 LMS구축 시스템 개발

농협 농협재단 시스템 고도화

KT KT 차세대 BSS Planning 개발

ITKEY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Project를 수행하였습니다.

PROJECT REFERENCE



고객사 수행 프로젝트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자동화 프로젝트

K뱅크 K뱅크 사내 사업관리 프로젝트

EBS EBS 클립뱅크 동영상 편집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차세대 프로젝트

POSCO 포스코그룹 통합 ERP 시스템 구축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공통기초자료 시스템 구축

도로교통공단 고속도로 교통량 측정 시스템 구축

광주은행 광주은행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이마트 이마트 상품연동 이벤트 개발

농신 농심 운영 프로젝트

우리은행 우리은행 콜센터 시스템 구축

티몬 티몬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개발

고객사 수행 프로젝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ERP 운영

한림성심대 한림성심대 차세대 프로젝트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프로젝트

흥국화재 가입설계 솔루션 개발

LGU+ LGU+ 알뜰폰 사이트 리뉴얼

KT KT 프로젝트 유지보수 및 운영

에스원 에스원 보안 시스템 구축

한국전력 한전KDN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정보센터 홈체이지 리뉴얼

교육부 나이스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농협 농협재단 시스템 고도화

SKC&C SKC&C 중고폰 사이트 구축

ITKEY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Project를 수행하였습니다.

PROJECT REFERENCE



ITKEY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Project를 수행하였습니다.

PROJECT REFERENCE

고객사 수행 프로젝트

삼성전기 MES시스템 고도화

대우건설 대우건설 사내시스템 개발

ING생명 마케팅 고객 통합 프로젝트

SKT 홈페이지 리뉴얼 및 기능개편 프로젝트

교원 교원그룹 Biz-Contact 솔루션 개발

웰컴저축은행 웰컴론 ODS 구축

필라코리아 홈페이지 리뉴얼

기업은행 기업은행 시스템 운영

국민은행 KB모바일 뱅크 프로젝트

LG유플러스 매장관리 전산화 프로젝트

KTH 비정형 데이터분성 플랫폼 구축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무정차 요금 수납시스템

고객사 수행 프로젝트

이니스프리 매장 진열 관리 시스템

경남도청 홍보바우처 여민동락 프로젝트

현대카드 쇼핑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 프로젝트

인천공항 가입설계그래픽 맵 관리시스템 개발

롯대홈쇼핑 홈쇼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Upus 프로젝트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동산 맵 운영 시스템 개발

성균관대학교 차세대 프로젝트

한국관광공사 호텔등급업 결정 시스템 구축

신용보증기금 사내시스템 OASIS 구축

해양수산부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



ITKEY는 사람지향, 가치지향, 기술지향의 목표 아래 귀사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식산업협회 더조은컴퓨터아카데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M. O. U

KH 정보교육원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법 인 명

설 립 일

사업번호

대표이사

주요사업

홈페이지

주 소 지

이 메 일

대표전화

(주)아이티키

2018년 07월 10일

355-87-00949

김 성 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무역

www.itkey.co.kr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06호 (SJ테크노빌)

Itkey@itkey.co.kr

02-6959-9966 팩스번호 070-8622-9966



ADDRESS.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06호 (SJ테크노빌)

TEL. 02-6959-9966 FAX. 070-8622-9966
E-MAIL. itkey@itkey.co.kr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