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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quantum

퀀텀 스킬스 랩 브랜드 소개



1.

QUANTUM MESSAGE

퀀텀 스킬스 랩이
추구하는 가치

04

퀀텀 스킬스 랩은 농구라는 스포츠가 개인과 사회에 제공하는 긍정적인 가치의 힘을 믿습니다.

농구는 때로 사람의 인생과 비교 됩니다. 

시합에선 순간의 판단들이 모여 득점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실점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경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판단들은 결국 경기의 승패를 가르게 되죠.

인생에 있어서도 사람은 수많은 선택을 해 나갑니다. 어떠한 선택은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선택은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공통점 때문에 사람들은 농구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퀀텀 스킬스 랩의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는 단지 농구 경기에서 기술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더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퀀텀스킬스랩은농구를통해
사회에긍정적이고진취적인영향을전달합니다.



2.

QUANTUM VISION

퀀텀 스킬스 랩의
설립 및 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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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 트레이닝을 통해 대한민국 농구 문화를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 농구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농구 문화의
변화와 발전

Quantum’s Why?



3.

QUANTUM MISSION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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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속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스킬 트레이닝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닝 서비스

대한민국 농구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퀀텀 트레이닝 출신의 팀, 선수, 코치 등 커뮤니티 등
다양한 형태의 농구인들을 배출하겠습니다.

기존의 대한민국 농구 문화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농구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킬 트레이닝 관련자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스킬 트레이너 및 선수들과 교류하는

허브가 되겠습니다. 

퀀텀 문화 파생

스킬 트레이닝의 허브 퀀텀 커뮤니티 운영

02

03 04



4.

QUANTUM FACt SHEET

퀀텀 스킬스 랩의
트레이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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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스킬스 랩은 지속적인 연구와 연습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ome Facts
About Us

5000회 이상 3000명 이상 500팀 이상 50명 이상

누적 교육 횟수 누적 교육 인원 누적 단체, 팀 교육 해외 트레이너 네트워크



5.

QUANTUM network

퀀텀 스킬스 랩의
전 세계적인
트레이너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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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대표가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너들과 교류를 하며
트레이닝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퀀텀 스킬스 랩
트레이너 네트워크

J o r d a n  L a w l e y ,  D e v i n  W i l l i a m s ,  P J F  P e r f o r m a n c e ,  M i c a h  L a n c a s t e r
S h e a  등 과 같 이 N B A 의 선 수 들 을 교 육 하 는 트 레 이 너 들 과
교 류 하 며 다 양 한 선 진 노 하 우 를 배 우 고 있 습 니 다 .  



퀀텀 트레이닝의 대표이자
퀀텀의 커리큘럼을 책임지고 있는

김현중 헤드코치입니다.

6.

QUANTUM family

퀀텀 스킬스 랩의
코치,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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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트레이닝의 코치진은 모두 (전) 프로 선수 출신으로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Quantum family
퀀텀 트레이닝 코치와 스태프

부산 KT 출신의 전 프로 선수로
슈팅 및 볼 컨트롤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박성은 코치입니다. 

퀀텀 트레이닝의 공동 대표이자
퀀텀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지는

김주원 대표입니다.

평소에 관심있던 농구와 문화기획을 통해
퀀텀의 마케팅과 사무 관련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오형욱 팀장입니다. 

KJ / Head Coach

S-Money / Guest CoachJuweon / Director Jalapeño / Team Leader

KBL 14년 프로 선수, 올스타 출신

대학리그 3점 챔피언, KBL 3년 프로샌안토니오 및 UT Austin 출신 건대 경영 졸업 및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

Love / Coach

NFHS (미국고등학교협회) Certified
Accredited Interscholastic Coach

퀀텀의 유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러브 코치입니다. 

SK 나이츠에서 3년 프로선수 생활 이후
은퇴해 2014년부터 5년 동안 스킬 트레이너

경력을 쌓아온 김승찬 코치입니다. 

Swish / Coach

KBL 3년 프로, 5년 경력 스킬트레이너

팀 던컨의 매력에 농구를 좋아하게 되었고
현재는 퀀텀의 우먼스 큐런과 함께 커리큘럼 분석을

하고 있는 송혜진 스태프입니다. 

Hyejin /  Staff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중

농구를 좋아해 대학 상위 농구 동호회인
아농에서 활동 중이며

퀀텀의 스케줄과 운영 등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최승헌 스태프입니다.

Seunghun / Staff

현 건국대학교 재학중

근영 / Youth Coach

대학 올스타 대표 선수 출신으로
2013년 부터 2019년 9월까지

고양 오리온스 KBL유소년 클럽의
스킬 트레이닝을 맡아온 최근영 코치입니다.

대학 올스타 출신,고양 오리온스 유소년 클럽 코치

KBL 프로 선수 출신 및
엘리트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4년간 교육 및 지도한

추철민 코치입니다.

Choo / Coach

KBL 5년 프로 및 엘리트 학교 전임코치 4년 경력



What we do

퀀텀 비즈니스 모델



1.

Training curriculum

퀀텀 트레이닝의
교육 과정 소개

11

Training with quantum

퀀텀 트레이닝의 수업은 크게 선수와 비선수로 나누고 그 안에서 인원수를 통해 수업의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프라이빗, 세미 프라이빗, 팀, 아마추어, 유소년 농구, 큐 스트렝스 등으로 나누어 수업합니다.  

퀀텀 트레이닝 코치와
1:1로 수업을 진행하며 아마추어부터
프로 선수까지 가격과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0 1  p r i vat e

t r a i n i n g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그룹 트레이닝으로 최대 4~5인까지진행하는
소그룹 트레이닝입니다.

02 Elite

training

프로구단, 학교, 동아리 단위로 교육을 하며
최소 10 인 이상의 인원을 상대로
교육합니다.

0 3  t e a m

t r a i n i n g

일반인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최대 5인으로 진행되는 그룹 트레이닝입니다.
고등학생 이상부터 누구나 가능합니다.

0 4  a m at e u r

t r a i n i n g

농구에 취미를 붙이기 위한 일반 유소년 트레이닝과
비선수지만 실질적으로 실력을 늘리기 위해 수업하는
유소년 세미 프라이빗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5-1 youth

training

멤버십 트레이닝은 퀀텀 트레이닝의 체육관을
정해진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
슈팅 트레이닝 머신과 드리블링 머신 또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06 membership

training

퀀텀이 서울국제학교(SFS)에서 스킬 트레이닝
을 진행합니다. 국제학교 학생들부터 외부 학생
들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07 sfs x quantum

training

대표팀을 희망하는 유소년 예비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 엘리트 및 프로 선수들이 진행하는 프
로그램을 유소년 수준에 맞게 진행합니다.

05- 2 youth 

intermediate



2.

Private Training

프라이빗
트레이닝
소개

12

(전)프로농구 선수 출신들의 퀀텀 트레이닝 코치들과 1:1로 수업을 진행하며 개인 수준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프라이빗 트레이닝의 경우 아마추어부터 프로 선수까지 모두 수업이 가능하며 금액은 같게 책정됩니다.
선수 개개인이 희망하는 부분부터 경기에 꼭 필요한 요소까지 꼼꼼하게 교육합니다. 

Private training
개인 트레이닝

private schedules

개인 트레이닝의 경우
희망 시간을 협의해 결정합니다. 

pricing

프라이빗 트레이닝은 교육시간 60분에
교육비용 16만 5천원으로 진행합니다. 

**부가세 포함가격**

PRIVATE
1 SESSION

165,000WON

MON - FRI

09:00 am
To

19:30 pm

PRIVATE
5 SESSIONS

825,000WON

PRIVATE
10 SESSIONS

1,650,000WON

SAT

09:00 am
To

19:30 pm

SUN

09:00 am
To

19:30 pm



3.

Elite Training

엘리트
트레이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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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및 프로 선수들을 위해 진행되는 엘리트 트레이닝이며 일반인은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단순한 볼 핸들링부터
경기에 적용되는 움직임까지 (전)프로 코치님들의 경험을 살려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Elite training
소그룹 엘리트 및 프로 레벨의 트레이닝

elite training schedules

평일의 경우 매주 스케쥴에 따라 변동되며
토요일은 15시부터 20시까지 4타임

일요일은 12시부터 20시까지 6타임 진행합니다. 

pricing

엘리트 트레이닝 교육시간 60분에
교육비용 11만원으로 진행합니다. 

**부가세 포함가격**

SEMI-PRIVATE
5 SESSION

550,000WON

MON - FRI

Inquiry
협의사항

SEMI-PRIVATE
10 SESSION

1,100,000WON

SEMI-PRIVATE
20 SESSION

2,000,000WON

SAT

14:00 am
To

20:00 pm

SUN

12:30 am
To

20:00 pm



4.

team Training

팀, 단체
트레이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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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트레이닝은 최소 10명 이상의 프로구단, 엘리트 학교,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스케쥴을 퀀텀 측과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준비와 진행을 위해 투입되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차등해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

team training
팀,단체 트레이닝

TEAM TRAINING schedules

팀 트레이닝의 경우 정해진 스케쥴은 없으며
퀀텀 트레이닝 측과 협의하여

가능한 트레이닝 날짜를 상의하면 됩니다. 

pricing

팀 트레이닝 2시간 기준에 초, 중고, 프로 및 대학 별로
가격이 다르며 인원 수 단위로 가격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별도**

TEAM TRAINING
INQUIRY

INQUIRY

Not fixed
협의사항

Not fixed
협의사항

2019 WKBL 우승 팀 KB국민은행 팀 트레이닝

2018 WKBL 우승팀 우리은행 팀 트레이닝



5.

amateur Training

아마추어 일반인
트레이닝
소개

15

아마추어 트레이닝은 비선수 출신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5명까지 진행하는 소그룹 트레이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횟수권과 1달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달권의 경우 월 최대 15인으로 사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amateur training
아마추어 일반인트레이닝

AMATEUR schedules

수업은 피플박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인은 주말반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pricing

아마추어 트레이닝은 교육시간 60분에
교육비용 5만 5천원으로 진행합니다. 

**부가세 포함가격**

AMATEUR
4 SESSION

220,000WON

MON - FRI

20:30 pm – 21:30 pm

AMATEUR
10 SESSION

500,000WON

AMATEUR
8 SESSION

440,000WON

21:45 pm – 22:45 pm

AMATEUR
22 SESSION

1,000,000WON

AMATEUR
ALL LESSON 

PASS

385,000WON

AMATEUR
MEMBERSHIP

PASS

450,000WON

[1 Month]

[1 Month]



6.

youth Training

유소년
트레이닝
소개

16

퀀텀 트레이닝의 유소년 농구는 프리미엄 유소년 트레이닝을 지향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며 1회 수업 당 인원은 최소 4명에서 최대 8명입니다.

모든 교육은 다른 교육과 동일하게 (전) 프로 선수 출신의 퀀텀 코치님들이 진행하며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부터 숙련된 볼 핸들링과 기술까지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youth training
유소년 트레이닝

Youth schedules

유소년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에는 오후 시간, 
주말은 오전 시간대에 운영을 합니다. 

시간표의 경우 가변적이라 퀀텀 측과 상의해서 수업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pricing

일반 유소년 농구의 경우 15만원
유소년 세미 프라이빗의 경우 회당 7만원에 진행합니다. 

**부가세 포함가격**

YOUTH
4 SESSION

150,000WON

MON - FRI

YOUTH
INTERMEDIATE

70,000WON / 1 SESSION

SAT,SUN

13:30 pm ~ 20:30 pm

10:00 pm ~ 20:00 pm

YOUTH SEMI PRIVATE / PRIVATE CLASS

유소년 세미 프라이빗 및 프라이빗 트레이닝은 엘리트 트레이닝 수준의 트레이닝으로서
실질적인 실력 향상과 함께 선수급의 훈련을 희망하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 유소년 프라이빗의 경우 수업 커리큘럼은 같지만 교육을 진행하는 코치가 다릅니다 **

YOUTH
PRIVATE

165,000WON / 1 SESSION



7.

SFS X QUANTUM SKILLS LAB

퀀텀
SFS 프로그램
트레이닝

17

퀀텀이 Seoul Foreign School(서울 외국인 학교)와 함께 스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국제학교 중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SFS 캠퍼스에 진행되며 국제학교 학생 뿐 아니라 외부인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Seoul foreign school x quantum skills training
서울 외국인 학교 x 퀀텀 스킬 트레이닝

SFS INFORMation

SFS 프로그램은 국제학교만 참여할 수 있고
SFS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 SWEP 프로그램과

퀀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WEP PROGRAM

MON - SAT

2019 SWEP 프로그램 신청은
SFS 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19 FALL SEMESTER

MON – SAT [TRAINING]
SAT, SUN [Q-LEAGUE]

2019 SFS FALL 프로그램 신청은
링크의 구글폼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8.

membership Training

멤버십
트레이닝
소개

18

멤버십 트레이닝은 퀀텀 트레이닝의 체육 관을 정해진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 슈팅 트레이닝 머신과 드리블링 머신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 고장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조심해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embership training
퀀텀 멤버십 트레이닝

membership schedules

멤버십은 수업이 없는 오전 타임을 활용해 체육관을 오픈합니다. 
코치님들의 교육은 따로 없으며 자유롭게

체육관 및 자동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icing

멤버십은 1개월, 3개월 회원권이 있으며 시간은 1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시간 당 최대 이용인원은 3명이며 슈팅 기계와 트레이닝 머신 등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가격**

MEMBERSHIP
1 MONTH

100,000WON

MEMBERSHIP
3 MONTH

270,000WON

Grand Open Special

MON - FRI

SAT

07:00 am ~ 08:00 am

08:00 am ~ 09:00 am

09:00 am ~ 10:00 am

07:00 am ~ 08:00 am



portfolio

퀀텀 트레이닝의 발자취



01

Quantum skills lab

Training portfolio

퀀텀의 전신
아임파서블 트레이닝
자격증 수료

20

전 프로농구 선수인 김현중 대표는 아임파서블 트레이닝 미국 본사에서
아시아 최초로 트레이너 수료 과정을 거쳐 아임파서블 커뮤니티 출신의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I’M POSSIBLE TRAINING HQ QUALIFIED

2016년 4월 ~ 6월 / 미국 본사 방문
아임파서블 공인 스킬 트레이너 과정 수료
대한민국 농구의 발전을 위해
프로 선수 은퇴 후 스킬 트레이너 전향

Certified Trainer Class

Certified Trainer License

전 세계에 약 200명 가까이 되는
아임 파서블 출신 트레이너가 있으며
아시아 인으로써는 김현중 대표가 최초



Pro Player Training

양동근 선수, 함지훈 선수, 박구영 선수, 조성민 선수, 김효범 선수, 문성곤 선수
허웅 선수, 최성모 선수, 윤호영 선수, 두경민 선수, 우리 은행 국가대표 5인 / FIBA 3x3 국가대표
하나은행 김이슬, 서수빈, 김지영 선수 / 삼성생명 고아라 선수
30명 이상의 프로 농구 선수 교육 경험 보유

02

Quantum skills lab

Training portfolio

프로 선수 트레이닝

21



03

Quantum skills lab

Training portfolio

엘리트 트레이닝

22

이준희, 박지현, 박지원, 신민석, 박민욱, 박민채 , 서문세찬 등등 국가 대표 선수 퀀텀 트레이닝 회원

해외 유학생 선수 및 농구를 갓 시작한 엘리트 선수 부터
국가대표 수준의 선수들까지 현재 약 100명 정도의 엘리트 선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두 맞춤형 스킬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고
정규과정을 통해 개인 양상과, 경기 양상의 완벽한 숙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LITE PLAYER TRAINING
청소년 대표 선수들을 포함한 300명이 넘는 엘리트 선수 교육



04

Quantum skills lab

Training portfolio

아마추어 트레이닝

23

교육의 질을 위해 1회 수업 당 최대 5명의 정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마추어는 엘리트와 달리 일반 과정을 개설해 취미반으로 운영 중입니다.
처음 농구를 접하는 초보분부터 70대 어르신 회원까지 농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농구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교육 중입니다. 

AMATEUR PLAYER TRAINING
누적 아마추어 교육 횟수 1,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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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skills lab

Training portfolio

KBL,WKBL
엘리트 캠프
공식 트레이닝 업체

24

2017,2018,2019 
KBL,WKBL CAMP OFFICIAL 

2017년 전국의 유망주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2018년 전국의 유망주 중학생 80명 고등학생 80명, WKBL 유소년 농구 교육
2019년 KBL ELITE CAMP 조던 라우리와 함께 진행

3년간 약 300명 이상의 엘리트 선수 교육 진행

2017, 2018 KBL ELITE CAMP

2018 WKBL ELITE CAMP 2019 KBL ELITE CAMP



2017 NIKE SCHOOL ATTACK

나이키 농구와 함께 삼각산고를 시작으로 9개 학교와
스쿨 어택 이벤트 진행

06

Quantum skills lab

Training portfolio

나이키
스쿨 어택
트레이닝

25



2017 US Training

2주 동안 새로운 스킬 트레이닝 방법 터득 및
유명 트레이너들과의 네트워크 교류 진행

07

Quantum skills lab

Training portfolio

미국으로
2차 농구 연수

26



PRE SEASON TEAM TRAINING

2017년 인천 신한은행 S-BIRDS X 국민은행 KB STARS 팀 스킬 트레이닝 진행
2018년 WKBL 우승팀 우리은행, KBL 준우승팀 국민은행

국민은행 KB STARS 2017 SKILL TRAINING 인천 신한은행 S-BIRDS 2017 SKILL TRAINING

08

Quantum skills lab

Training portfolio

프리시즌
팀 트레이닝 진행

27

2018 WKBL 준우승 팀 KB국민은행 팀 트레이닝 2018 WKBL 우승팀 우리은행 팀 트레이닝



QUANTUM CULTURE

1) 퀀텀 큐런 - 전,현직 프로 선수부터 아마추어, 퀀텀의 회원들까지 참여 가능한 미국형 픽업 게임 진행
2) 큐 제로 1:1 팀 배틀 대회 – 팀 경기가 가지는 전략과 1대1이 가지는 기술을 합쳐 컨텐츠로 만들기 위한 예비 대회 개최

09

Quantum skills lab

Training portfolio

퀀텀의 농구 문화
Q-run, Q-zero

28

Q-RUN OPEN PICK UP GAME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진행

Q-ZERO BETA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획해본 1:1 팀배틀 베타 버전 대회



QUANTUM Q-STRENGTH10

Quantum skills lab

Training portfolio

딘 박사와 함께하는
스트렝스 프로그램

29

QUANTUM BBALL PILATES
WOMEN’S PROGRAM

WEWORK EVENT
Quantum x fiflbox

1. 퀀텀 우먼스 프로그램 - 농구와 필라테스, 요가 등을 섞어 농구에 접근하기 힘든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2. 위워크와 함께 한 러닝 이벤트 – Thank’s God It’s Running Day



CONTENTS COLLABORATION

퀀텀은 단순히 농구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농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 했습니다.
그에 따라 한현민 의상 촬영, 제시 뮤직비디오 촬영, 김연경 선수 언더아머 화보 촬영 진행 등 셀럽들과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기획이 진행되었습니다.

11

Quantum skills lab

Training portfolio

셀럽들과 함께한
퀀텀 촬영

30

HAN HYEON MIN KIM YUNKYUNG

JESSI



NBA BWB ASIA CAMP

2019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NBA BWB (Basketball Without Border) 국경없는 농구회 코치진으로 참가해
아시아 전역의 유망주 그리고 NBA의 다양한 코치진, 심판진, 선수들과 함께 코치를 진행했습니다.

12

Quantum skills lab

Nba bwb asia

NBA 
국경없는 농구회
코치진 참가

31

NBA,FIBA REFEREEBWB ASIA TEAMCOACH

COACH ANTONIO SAM CASSELKEVON LOONEY

ROBIN LOPEZ TABUSE YUTA



2019 KB STARS SKILLS TRAINING CAMP

‘2019 KB스타즈와 함께하는 꿈꾸는 대로(大路) 바스켓볼 캠프’에서
공식 스킬 트레이닝 브랜드로 참여해 한국과 일본의 유망주들을 대상으로 스킬 트레이닝 진행.

13

Kb stars skills training

Official brand

KB 스타즈가
개최한 농구 캠프
스킬 트레이닝 진행

32



퀀텀 트레이닝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킬 트레이닝을 통해
대한민국 농구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농구 스킬 트레이닝 전문 업체입니다.

회사명

설립일

대 표

주 소

연락처

웹메일

사이트

㈜ 퀀텀 에스레틱스

2018년 01월 15일 (16년 6월 아임파서블 로부터 시작)

김 현 중

서울시 신사동 646-1 언주로 168길 32

070-4122-8007

skillslab@quantumbball.com

https://www.quantumbball.com




	Slide Number 1
	Slide Number 2
	Slide Number 3
	Slide Number 4
	Slide Number 5
	Slide Number 6
	Slide Number 7
	Slide Number 8
	Slide Number 9
	Slide Number 10
	Slide Number 11
	Slide Number 12
	Slide Number 13
	Slide Number 14
	Slide Number 15
	Slide Number 16
	Slide Number 17
	Slide Number 18
	Slide Number 19
	Slide Number 20
	Slide Number 21
	Slide Number 22
	Slide Number 23
	Slide Number 24
	Slide Number 25
	Slide Number 26
	Slide Number 27
	Slide Number 28
	Slide Number 29
	Slide Number 30
	Slide Number 31
	Slide Number 32
	Slide Number 33
	Slide Number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