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 KIDKIDS
GROUP

20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2021 대한민국 교육대상
유아 온라인 부문 대상

2021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2019 국가경쟁력대상 
교육 부문 대상

2022 디지털고객만족도
유아교육 부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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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기술이 만나,
더 큰 꿈을 키워나갑니다

사람을 바르게 하는 교육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

그 중심에 이케이가 있습니다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평등한 교육환경과 스마트한 교육문화를 선도하여

국내를 넘어 글로벌 교육기업으로 나아갑니다

ekgroup.co.kr  |  02.58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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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창간 영유아교육 1등 브랜드 매거진월간유아

고용보험환급과정 인터넷원격교육기관키드키즈 평생교육원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를 위한
교육자료, 아카데미, 쇼핑몰, 구인구직, 회계프로그램 등
유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키드키즈

영유아 홈스쿨 서비스와글바글

㈜코날 세상에 없던 프리미엄 어린이집 프랜차이즈 ‘빅스맘’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몬테소리 전문가 육성 단체㈔한국몬테소리협회

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설팅, 위탁운영, 교육지원EK보육경영연구소

중화권 유아교육 플랫폼 ‘러요조’중국법인

㈜이엔애드 키즈&실버 비즈니스 마케팅 에이전시

시니어 교육 플랫폼 ‘실버에듀넷’㈜햇빛가득찬

프리미엄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 오프라인 교육연수뉴질랜드법인

이케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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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이 땅의 미래를 키운다는 사명감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Children
are our future

이 땅의 미래를 키운다는 사명감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We will go forward with a sense of 
duty of making our future better

대한민국 교육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가치 있는 교육문화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THINK
EDUCATION

교육을 생각하다 미래를 키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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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교육 씨앗이 
언젠가 세상 가장 위대한 빛이 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중화권 유아교육 포털 사이트 LEYOJO
· 유아 - 교사 - 학부모 교육 플랫폼 구축
· 3D, AR, VR 교육콘텐츠 제작
· 해외 연수원 설립, 뉴질랜드 교육부 커리큘럼 영어 콘텐츠 출시
· 시니어 비즈니스 런칭

다각화

· 2000 회사설립
· 2001 키드키즈 온라인 사이트 오픈

창업

·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개시
· 노동부 고용보험위탁훈련기관 지정
·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사업 추가
· 이러닝 콘텐츠 개발
· 키드키즈 교재교구 시리즈 출시
· 키드키즈 알림장 APP 서비스
· 캐릭터 사업 ‘티파하파’ 교육 시리즈 출시
· 유아 APP 개발 (와글바글 안전교육, 키드키즈 AR, TV 티파하파, 키즈와플)

도전

· 회원수 130만 돌파
· 실버에듀넷 사이트 오픈
· 빅스맘 인수합병
· 월간유아 인수합병
· EK 보육경영연구소 설립
· EK 물류센터 증축
· ㈜햇빛가득찬, 시니어 비즈니스 설립
· ㈜이엔애드, 광고 마케팅 에이전시 설립

전진

2016, 2015
대한민국 전문기업 선정

2017
대한민국 우수브랜드 대상

20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16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월간유아’ 2021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2019, 2018
국가경쟁력대상
교육 부문 대상

2019
일본 이러닝 어워드
글로벌 부문 특별상

2021 
대한민국 교육대상
유아 온라인 부문 대상

2021, 2019, 2018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2017
한국 산업의 구매안심지수 1위

2019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2022, 2020, 2015 
디지털고객만족도(HTHI) 
유아교육 부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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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인증범위 : 유아교육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 : 2021.03.17 ~ 2024.03.16

2019, 2017, 2015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

2021~2023�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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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이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길 
희망합니다
On-Off 통합 교육 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교사교육, 부모교육까지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3D, AR, 메타 기술력이 더해진 교육 커리큘럼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글로벌 교육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Phase 2

1등 브랜드 다수 확보
프리미엄 서비스 
유통채널 강화

학부모 연계사업 강화

Phase 3

해외 사업 
미래교육 사업 육성
전체 코스웨어  구성 
사업별 시너지 강화

신사업 추진

Phase 1

기본 사업 경쟁력 강화
교육서비스 혁신

미디어&광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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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ONG
EDUCATION
모두가 평등하게 최고의 교육을 받는 세상

이케이는 유아교육, 교사교육, 부모교육, 시니어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교사교육,  
부모교육, 시니어 교육  
언제 어디서든 삶의 현장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이케이의 플랫폼 연구는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모두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키드키즈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유아교육기관을 위한 유아교육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교사교육과 원운영을 위한 
구인구직, 회계프로그램, 키드키즈 알림장을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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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드키즈
www.kidkids.net

kas.kidkids.net
재무회계 KAS 유아교육기관 맞춤형 전자 회계장부 

· 인터넷 기반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 계좌연계 서비스, 회계입력부터 보고까지 30분이면 OK

note.teepahapa.com
키드키즈 알림장 APP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

·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 
· 비용/시간 절감, 업무시간 단축 

job.kidkids.net
구인구직 대한민국 대표 유아교사 구인구직 플랫폼 

· 키드키즈가 보유한 최고/최대 정보력을 바탕으로 
  채용정보, 인재정보, 취업정보 등 제공

academy.kidkids.net
직무연수 유아교사, 예비교사를 위한 자율 연수과정을 제공 

· 손유희, 동화구연, 유아교육 교수법, 부모상담, 미술심리상담 등
· 자격증 과정, 수료증 과정 

www.kidkids.net
디지털 교육자료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한 

유아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공
· 안전교육, 환경교육, 인성교육 등 특색 프로그램 
· 애니메이션, 도안, 사진, 동요, 학습지 등 8만여 개의 교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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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과정 인터넷원격교육기관
·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  
· 현장 사례중심 교육과정

평생교육원
edu.kidkids.net

1984년 창간, 영유아교육 1등 브랜드 매거진
· 유아교육, 문화, 소통에 대한 참신한 콘텐츠  
· 매월 새로운 교육자료 

월간유아
iyua.kidkids.net

키드키즈가 만든 영유아 홈스쿨 사이트
· 홈스쿨 활동방법 제공  
· 육아, 교육정보, 커뮤니티, 홈스쿨 전문 쇼핑몰

와글바글
www.waglebagle.net

키드키즈에서 개발한 교수자료 상품과 우수 협력사의 유아용품 판매
· 키드키즈몰 : 교재&교구, 만들기, 문구, 사무용품  
· e아울렛 : 대형가전, 디지털가전, 건강식품, 화장품, 패션잡화, 생활잡화, 식음료, 야외용품

교육쇼핑몰
mall.kidkids.net

시니어 교육의 모든 것, 치매예방 인지교육 프로그램 제공
· 치매예방 교육 전문콘텐츠, 쇼핑몰, 직무연수, 구인구직
· 시니어 전문강사 양성과정
· 효톡(시니어 알림장)

실버에듀넷
www.silvere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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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아교육기관 교사 플랫폼 서비스
· 한국 유아교육의 선도적 대륙 진출
· 우수한 키드키즈 교수자료 현지화(13,000여 건 개발)
· 안전교육, 녹색교육, 인성교육 등 특화

러요조
www.leyojo.cn

프리미엄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
· 오프라인 교육연수  
· 해외 교육기관 탐방

EK뉴질랜드
EK New Zealand

키즈&실버 비즈니스 마케팅 에이전시
·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한 효과적인 상품 및 서비스 마케팅
· EK 배너광고, 쇼핑몰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 콘텐츠 마케팅

이엔애드
 www.eknad.com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몬테소리 전문가 육성 단체
· 몬테소리 자격증 과정  
· 몬테소리 교육 연구개발

㈔한국몬테소리협회
www.kkms.c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설팅 및 위탁운영 전문기관
· 컨설팅, 교육연구개발, 운영지원, 경영관리
· 어린이집 설치 관련 통합 컨설팅
·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EK보육경영연구소
www.ekkidscare.com

프리미엄 어린이집 프랜차이즈
·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어린이집  
· 원운영, 홍보전략, 교육프로그램, 원장/교사교육 등 지원

빅스맘
www.bigs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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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아래 모든 아이들이 
즐거운 배움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케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EK 캐릭터

티파하파는 이케이의 대표 캐릭터입니다.
숲 속에 사는 요정 티파, 하파, 파니, 키니, 후니, 톡스, 칙스는 모험을 즐기는 유랑악단입니다.

빅스맘 패밀리는 빅스맘 어린이집의 대표 캐릭터입니다.
빅대디, 빅마미, 밴스, 엘르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입니다.

모아이는 AI 코딩놀이를 함께하는 캐릭터입니다. 
네트, 리드, 배리, 믹, 엔비, 다욜은 스마트 행성에서 찾아 온 로봇 친구들입니다.

봄이&찬이, 요리&조리는 안전교육 콘텐츠 캐릭터입니다. 

EK㈜ 키드키즈에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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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동종업계 NO.1 
이케이가 교육시장을 선도합니다 

EK 브랜드 파워 EK 물류센터

올인원 시스템
자체 물류 관리 플랫폼 개발 운영

도서, 완구, 생활용품, 교육부자재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및 개발 상품을 최고의 퀄리티로 관리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고객 배송을 위해 이케이만의 물류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20 | 21



CSR & Campaign

아이들은 모두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아동양육시설과 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무료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원격수업자료, 부모교육자료, 원홍보자료 무료배포

무료 교육자료 제공

안전교육, 교사응원, 인성교육 캠페인 등
온/오프 캠페인 전개

다양한 캠페인 전개

굿네이버스 정기 기부&착한 소비 캠페인 사회 공헌 협약
다문화가정 어린이 교육 기부(방송국 체험 활동 실시)

기부 활동

환경사랑 공모전,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 등 개최

공모전
현장의 교사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무료 콘서트 개최 
콘테스트 및 시상식을 통해 교사들의 직업행복감 증진

키드키즈 콘서트 · 콘테스트 및 시상식

우수 인재 학업 지원 장학금 사업 실시

EK 장학금

밀알복지재단 사회 공헌 협약
에너지나눔교육 장기프로젝트 진행

교육영상 제작 재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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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교사교육, 
부모교육, 시니어 교육까지
전인적 가치의 생애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문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앞으로도 많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우리의 열정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기흥ICT밸리 B동 29층
02-588-0115
031-630-3785
kidkids@kidkids.net

www.kidkids.net

edu.kidkids.net

iyua.kidkids.net

www.waglebagle.net

www.bigsmom.com

www.ekkidscare.com

www.silveredu.net

www.eknad.com

www.kkms.co.kr

www.leyojo.cn

www.kidkids.net/vn

키드키즈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월간유아
와글바글
빅스맘
EK보육경영연구소
실버에듀넷
이엔애드
㈔한국몬테소리협회
러요조
EK베트남
EK뉴질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