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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는모습으로

국내IT분야를선도하는
LEADINGCOMPANY

회사명

대표 이사

설립일

업태

종목

홈페이지

주소

(주)엠씨에스텍

우희탁

1995.5.1

제조, 도매, 서비스

http://www.mcst.co.kr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컴퓨터 주변기기,
네트워크, 정보통신공사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영등포동8가 35-9 KNK디지털타워 1602호)

지점 :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13, D동 4층 2-
405호(빛가람동, 스마트파크 지식산업센터)

본사 : 02) 6332-5800 I 지사 : 061) 930-8000대표전화

본사 : 02) 6332-5809 I 지사 : 061) 930-8009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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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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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현재 - (주) 엠씨에스텍, 2022년 대통령 표창 수상
- (주)엠씨에스텍, 2022년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 획득
- (주)엠씨에스텍 나주 지사 이전
- 한전KDN 우수협력사 선정(9회)
- I-AWARDS 2018 유통분야 대상 / 산업정보분야 대상 한국임업진흥원“생생가격정보시스템”
- SMART APP AWARD 2016 전문정보분야 최우수상 수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획득
- 빛가람혁신도시 소프트웨어 협약
- 한전 에너지밸리 기업투자협약
- (주)엠씨에스텍 나주 지사 설립
- 중소기업청 표창장 수상

2010~2014

1995~2000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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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청 상호 업무 협약(MOU) 체결
- 목표대학교 상호 업무 협약(MOU) 체결
- ISO 9001 인증마크 획득
- 산업디자인전문회사등록
- (주)엠씨에스텍신사옥 입주
- ERP사업팀 조직 신설
- 웹포탈사업팀조직 신설
- 한전KDN 우수협력업체선정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 한식재단 홈페이지 WEB AWARD 수상
- 한국무역협회가입
- 해외사업(장비무역업)
- 하나금융그룹IT서비스 전문기업 하나아이앤에스우수협력사선정

- 한전KDN(주) 우수협력업체선정 (3년)
- 삼성SDS(주) 공로상(정보통합전산센터네트워크/보안분야) (2년)
- LG CNS(주) 공로상(정보통합전산센터네트워크/보안분야)
- (주)엠씨에스텍신사옥 입주
- 인력파견 사업본부 분리(XXeBiznet.com)
- (주)엠씨에스텍으로회사명 변경
- 벤처기업 선정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근로자 파견사업허가취득
- 병역특례업체등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가입
- 부설 기술연구소설립
- 한전KDN(주) 우수협력업체선정
- 한국 전산업 협동조합가입
- 한국 S/W 산업협회 가입
- (주)엠씨정보시스템설립

01.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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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감사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
재무팀

업무지원팀

ICT사업본부

IT사업팀
E-BIZ사업팀
ERP사업팀

솔루션사업팀
정보통신사업팀

인프라사업본부

시스템사업팀
시스템운영팀
영업지원팀
해외사업팀

기술연구소

품질관리팀
연구개발1팀
연구개발2팀

나주지점

경영관리팀

조직현황

기술등급별인력구성

구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D/B분야 N/W분야 기타분야

특급기술자 15 11 2 1 1 - -

고급기술자 25 21 2 1 1 - -

중급기술자 52 47 1 2 2 - -

초급기술자 71 46 20 3 2 - -

일반직 8 - - - - 2 6

계 171 125 25 7 6 2 6

05 / 38 _ 회사소개

(주)엠씨에스텍
대표이사

01.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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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

매출
[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매출액

SI 부문 2,791 2,575 3,082

SM 부문 9,023 8,310 9,944

S/W 부문 380 351 420

H/W 부문 492 468 560

총 매출액 12,688 11,704 14,006

매출액추이 매출구성

14,000

[ 단위: 백만원]

12,688

11,704

14,006

2019 2020 2021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SI SM S/W H/W

4.0%

3.0%

22%

71%

[ 기준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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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

주요인증현황

ISO 9001 : 2015

인증기관 TRA 국제인증원

유효기간 2022년 09월 09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갱신일 2017년 03월 29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관 중소기업청

유효기간 2022년 11월 14일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기관 TRA 국제인증원

유효기간 2022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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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

주요인증현황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인증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취득일 2013년 09월 10일

근로자파견사업

인증기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유효기간 2025년 08월 24일

직접생산증명서

인증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유효기간 2023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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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

외부기관 평가

2022년 대통령상 표창 수상

인증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취득일 2022년 05월 25일

한전KDN 우수협력사 인증

인증기관 한전KDN주식회사

취득일 2022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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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

외부기관 평가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기관 동반성장위원회

취득일 2022년 03월 25일

회사 신용평가등급

평가기관 (주)나이스디앤비 유효기간 2023년 04월 15일

재무결산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등급평가일 2022년 04월 16일

평가등급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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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

외부기관 평가

한국임업진흥원 “생생가격정보시스템” i-AWARDS 2018 유통분야 대상 / 산업정보분야 대상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유효기간 2018년 12월 06일

SMART APP AWARD 전문정보분야 최우수상 수상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유효기간 2016년 12월 16일



01. INTRODUCTION01. INTRODUCTION01. INTRODUCTION

12 / 38 _ 회사소개

01. INTRODUCTION

9회

한전KDN우수협력업체

하나아이앤에스감사패

한전KDN공로패LGCNS감사패

노동부주관직업능력지원감사패삼성SDS감사패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IT 서비스기업
(주)엠씨에스텍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엠씨에스텍고객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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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종합

System Integration
엄격한 품질정책과 철저한 프로젝트 관리로 성공적 사업수행
 전문영역SI
 고객의요구에따른 SI 구축
 System 설계, 개발
 시스템분석, 설계 및 개발
 패키지SW 기반 시스템개발
 H/W, S/W통합구축및 관리

System Management
공공기관, 금융, 기업 전문 SM으로 시스템 안정성 보장
 정보운영시스템구축 및 운영
 H/W, S/W, N/W통합운영, 유지보수
 업무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IT Infra SVC
 Business Recovery SVC
 Facility Mannagement SVC
 Help Desk 운영
 Help Desk 운영, PC 유지보수

HOMEPAGE
정부투자기관, 공공, 기업 홈페이지에 대해 Web/APP/모바일등
맞춤형 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구축
 모바일웹/앱 구축
 컨설팅
 체계적인컨설팅
 UX, UI설계 및 WEB Identity 확립
 최적 Program 설계로안정적구축
 트렌드를반영한차별화된디자인
 맞춤형운영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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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SAP ERP / 그룹웨어 감사정보시스템 / 전자책 / 스마트보드 등
다양한 솔루션 자체개발 및 공급

 솔루션개발/공급
 SAP ERP 구축을위한 솔루션및 컨설팅서비스제공
 그룹웨어및 감사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 솔루션및 컨설팅서비스제공
 전자책구축을위한 솔루션및 컨설팅서비스제공
 스마트보드납품 및 컨설팅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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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환경구축 및 장비 납품
고객사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납품

 서버
 OS 및 DBMS 방화벽장비 외
 고객의전산시스템최적화를위한 전산장비제공
 각종 전산설비의설치및 성능 테스트를통한 안정적시스템설비제공

해외무역 (Network 장비)
Network 장비의 수출입

 N/W장비(신품및 중고장비)
 네트워크장비의수출입(CISCO, Juniper, hp등)
 국내외고객의요구에맞는 N/W장비의신속한서비스
 N/W잡이의A/S에 필요한기기를신속하게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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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System Maintenance)은 전산시스템의 다양화와 광범위해진 H/W, S/W, N/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는 서비스 체계를 말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장애발생 해결과 보다 나은 시스템 안정성을 제공하는 산업.

SI (System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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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고객요구사항분석
- 운영관리 목표파악
- 운영관리 범주확인
- 운영관리 사항파악

서비스전략 수립
- 기존 전산 인프라 분석
- Hardware, Software 선정
- 시스템 구성 모델링 정의

서비스 컨설팅
- 시스템 기능 분석 및 설계
- DB구축 및 모델링 설계
- UI디자인 설계

서비스 운용
- 시스템 사용자 교육
- 시스템 활용 전략적

방향 제시
- 시스템 유지보수

흐름도

기대효과
 전문기획자에의한 시스템설계로안정된시스템설계및 구현을통해원활한서비스지원
 기타 SI 개발 솔루션을적용한시스템의유연성부여 및 통합 관리 시스템지원
 설계 단계부터구현 단계까지의토탈 컨설팅서비스를통한 유지보수의융통성부여및 업그레이드용이
 위탁, 공동개발등 다양한개발방식 지원을통한 단가감소 효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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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System Integration)는 고객의 다양한 전산시스템 구축 요구에 따라 컨설팅에서부터시스템
설계, 개발, 구축, 관리, 분석, 교육, 유지보수 공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보서비스를 고객의
경영환경에 맞게 유기적으로 통합 구축하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함.

SM (System Maintenance)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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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고객요구사항분석
- 운영관리 목표파악
- 운영관리 범주확인
- 운영관리 사항파악

구축전략 수립
- 기존 전산 인프라 분석
- Hardware, Software 선정
- 시스템 구성 모델링 정의

서비스 설계
-Down-Time의시스템최적화
-성능 병목 지점 최적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서비스 운용
- 보안/장애발생 긴급

처리반 운영
- Network 장비

Monitoring
- 프로그램 유지보수

흐름도

기대효과
 전문운영자에의한 시스템최적화로안정된서비스구현및 실시간사용자요구사항을
 수용하여사용자편의성증대
 보안 및 장애 발생시긴급 처리반을운영하여시스템복구작업의절대적시간 감소
 기존 전산시스템의문제점및 향후업무증가에따른 성능 예측을통한 안정적서비스지원
 안정적인시스템운영을위한 관리 프로그램개발을통한 3차원적인시스템관리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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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전산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전산장비 (PC, Server, Notebook, Storage,
Hub 등등) 및 각종 기본장치(CPU, MAINBOARD, RAM,VGA, HDD등)를 선정하여 조달 및 발주하는
서비스로 보다 나은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을 이루도록 하는 산업.

전산환경 구축 및 장비납품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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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고객요구사항분석
- 시스템 성능 목표파악
- 시스템 성능 범주확인
- 운영관리 S/W 파악확인

전산장비 선정
- 기존 전산 인프라 분석
- Hardware, Software분석
- 최적화 시스템 장비

견적 비교

전산장비 컨설팅
-전산장비 선정에 따른

조달 및 발주
-전산장비 확인 납품
-전산장비 설치 및성능

테스트

서비스 운용
- 전산장비 운영 테스트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A/S
- 향후 업그레이드

조치 확인

흐름도

기대효과
 S/W 성능및 운영 범주에가장 적합한전산장비도입으로최적의전산시스템성능 발휘
 하드웨어전문가에의한일체의전산장비및 각종기본장치에대한 설치와성능테스트를통해
 불필요한시간단축및 가장 안정적인시스템설비 제공
 전산설비의안정적운영을위한 하드웨어A/S 서비스를통해 장애발생시절대적복구시간단축
 향후 업그레이드조치시 기존 전산설비분석으로대체 전산설비도입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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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Design

전략적 Concept과 농축된 Design,
고객의 전략과 의도에 맞는 User
사로잡을 수 있는 Contents를 제작

E-Business Consulting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마케팅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전략과 마케팅을 수립

대규모 공공기관 포털사이트 구축에서 일반기업, 크리에이티브웹사이트 등의 웹기반 프로젝트와
모바일웹, 모바일 어플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UI / UX,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웹표준 및 접근성 등이 고려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

홈페이지/모바일웹ㆍ앱 구축 및 유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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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반응형 웹 디자인

Site Maintenance

구축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컨텐츠 관리 및 Application 추가

개발, UI및 디자인을 지원

Web Site Development

Strategy Creative를 뒷밤침하고
실제로 구현 할 수 있는 System을

구축하고, 각종 솔루션을 개발

INTERNET
SERVICE

반응형웹은 하나의 홈페이지로 스마트폰, 타블렛 등 모바일 사용자의 다양한 기기 해상도에
맞추어 최적화 된 형태로 레이아웃이 자동으로(반응하여) 변경되는 홈페이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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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페이지 재구축 한국임업진흥원 생생가격정보 홈페이지 재구축
(i-AWARDS 2018 유통분야 대상/산업정보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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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서울특별시 서울역7017프로젝트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K-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스마트 한전 모바일앱
2016 SMART APP AWARD

전문정보분야 최우우상 수상(로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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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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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례

서울시교육청 6개 직속기관홈페이지 이관 및 재구축
(학생교육원/유아교육진흥원/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보건진흥원/학생체육관/과학전시관)

서울시교육청 학교감염병정보포털서울산업진흥원 스타트업 통합정보 플랫폼 개발

서울시교육청 11개 교육지청 통합이관 및 재구축
(강남서초/강동송파/강서양천/남부/동부/동작관악/

북부/서부/성동광진/성북강북/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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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UX, UI설계 및 Web Identity 확립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
- 최적 Program 설계로 안정적 운영환경 마련
-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홈페이지, 모바일 웹/앱 구축
-모바일/태블릿/PC버전 별로 각각의 사이트를 구축하지 않고 하나의 반응형웹 통합운영으로 다양한 디바이스 멀티스크린 시대 대응 가능
(사이트 개발 기간 단축 및 유지 운영의 효율성 증대)

자체CMS솔루션개발및납품
1.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표준 기술
2. 모듈화를 통한 효율 및 확장에 용이
3. 회원관리 및 게시판 등 콘텐츠 설정 관리
4. W3C 웹표준 / 웹호환성 / 웹접근성 준수
5. 최신 트렌드를 고려한 반응형 CS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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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 및 감사정보시스템 [그룹웨어]

약15년간공공기관전자문서와동반성장하고있는그룹웨어
Ubi-Flow는 1990년대 말, 전자문서 초창기 시절부터 공공기관에 납품을 시작하여,  
2003년 정부용 표준 전자문서시스템 인증, 2008년 GS인증 등 정부 전자문서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해온
그룹웨어 솔루션입니다. 대규모 사이트에도 견고한 아키텍처와 개인-공동작업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업기능 등
최신 IT기술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능구성도

주요 특징
- 기본 한글기안기 외 Web Editor, XML Editor 등 동시운용 지원
- Java 플랫폼의 웹 기반으로 다양한 Regacy System과 완변한 연동 지원
- 10,000유저 이상의 대규모 사이트에도 견고한 아키텍처와 공공기관 운영 노하우
- Non active X 및 HTML5 등 최신 IT기술 및 트렌드 적용
- 정부 3.0 관련 원문공개시스템 모듈 연계

01

결제 Flow를 혁신하여
최적의 업무프로세스 구현

02

최신IT기술을 도입하여
확장성 및 범용성 확보

03

협업 및 개인화 기능으로
업무 생산성 제고

04

성능과 안정성을 고려한
무중단 지원 서비스

Ubi-Flow
도입효과

Ubi-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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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 및 감사정보시스템 [그룹웨어]

청렴韓 세상을 만드는 감사정보시스템
Ubi-Audit는 2005년 감사원의 전자적 감사전환을 계기로 각 기관의 자체감사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2007년부터 개발 및 적용된 제품으로 2010년 공감법, 2016년
김영란법에 맞춰 윤리감사 및 예방감사 기능을 전자적으로 제공하여 스마트하고 청렴韓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능구성도

주요 특징
- 감사원 공공감사시스템(PAIS)을 고려한 설계로 중복작업 최소화
- 감사실 자체 결재 플로우 제공,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 윤리감사시스템 강화로 김영란법 대비 기능 및 가이드 제공
- 실질적 예방감사의 강화를 위하여 업무전반에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체계 도입
- 각 과정마다 메신저 등으로 알림 및 네비게이션 도움말 기능으로 업무 편의성 제고

01

선진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감사시간 단축 및 실시간 대응

02

감사원 공감시스템 연계로
이중 입력 최소화

03

예산 오·남용 및
부정부패, 방만경영 방지

04

각종 기관 평가 우대 및
대외 신인도 제고

Ubi-Flow
도입효과

Ubi-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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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마트보드

 Touch Screen Function
 178˚Wide Viewing Angle
 High Resolution
 Anti-Glare Coating Tempered Glass
 Auto Brightness Sensor

FEATURES
 Easy Access with Front Input Ports
 Meeting Mate Software
 Quick Start Hot Key
 Real Handwriting

GENERAL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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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터치로 회의가 시작되고 여럿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쉽게 공유함으로써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의사소통은 빠르고 명확해 집니다. 스마트보드와 함께 업무 효율 및 생산성 향상되는 스마트한 회의를 경험하세요.

스마트보드로 만나는 효과적인 회의

01조달청우수제품지정
정부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에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납품합니다.

03 획기적인 단축, 놀라운 변화
미리 자료를 출력해 오거나 빔프로젝터에 노트북을 연결할 필요없이
바로 USB 메모리를 꽂거나 클라우드에서 자료를 열어 그 위에
바로 의견을 나누고,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05 자유로운 연결, 자유로운 설치
다양한 입력포트를 제공하여 주변기기와 연결이 용이하고,
설치 환경과 사용 목적에 따라 이동 및 벽걸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07 빠르고 간편한 시작
전면 핫키를 터치하면 바로 동작하고, 자주쓰는 펜 색 변경이나
이전 페이지로 이동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 파일 종류에 상관없이 쓰고 저장
사진, 동영상, 문서, 그림 등 어떠한 파일위에도 마음껏 쓰고
그대로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04 스마트 리얼 라이팅
세계 최고 수준의 판서 기능이 적용되어 마치 종이에 쓰듯
자연스럽고 빠르게 쓰고자 하는 그대로 표현됩니다.

06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는 사용
언제 어디서나 같은 화면을 보고 의견을 나누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08 언제나 최신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
스마트보드에 가장 최적화된 미팅메이트 소프트웨어에 기능이
추과되면 즉시 자동업그레이드가 지원되어 비용 부담없이 쉽게
최신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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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실적(SI)
System Integration(SI) 실적

사업내용 고객사 계약기간

KTiTO-KOS 오더 운영 개발 (주)쎈플러스 2022.07.04 ~ 2023.07.03

한수원 통합출입관리시스템 재구축 용역 한국수력원자력(주) 2022.06.22 ~ 2023.03.21

2022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관리시스템(PMS) 구축 용역 (사)한국원자력산업협회 2022.05.31 ~ 2022.09.30

[e-CAP]발전운영개선시스템 보완개발 (주)새하정보시스템 2022.01.24 ~ 2022.04.07

스마트 전력기자재 물류관리시스템 개발 한국전력공사 2021.06.14~2022.05.13

인사운영시스템 구축 용역 한국수력원자력(주) 2021.09.09~2022.04.08

한울본부 ICT-ON 홈페이지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주) 2021.07.27~2022.02.27

영업현장업무용 모바일 App 개발 한국전력공사 2021.10.20~2022.06.19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K-헬스케어시스템 개발용역 한전KDN(주) 2021.10.21~2022.10.21

남부발전「외부직원 계정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보완개발 한전KDN(주) 2021.11.03 ~ 2021.12.31

남부발전 「신재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보완개발 한전KDN(주) 2021.09.10 ~ 2021.12.18

신한은행 AI챗봇 오로라 개인화서비스 확장 기술지원 (주)코요코 2021.09.01 ~ 2022.02.28

인사평가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한전KDN(주) 2021.06.10 ~ 2021.12.09

협력업체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한전KPS(주) 2021.01.26 ~ 2021.05.25

전자금융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업무 위탁계약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2020.01.05 ~ 2021.01.04

신고리5,6호기 형상관리시스템 구축 한전KDN(주) 2019.10.17 ~ 2021.09.16

전기차 충전기 현장진단도구 개발 한전KDN(주) 2019.07.25 ~ 2019.11.21

코레일 고도화 프로젝트 한국철도공사 2019.06.19 ~ 2019.07.31

서부발전 2019년 정보자원관리체계 현행화 한전KDN(주) 2019.06.14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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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기술원_B-LEX 지능화및R&D 연구산출물분석시스템구축 (주)새롬정보시스템 2019.03.04 ~ 2019.06.03

판매3.0 배전보완개발 용역 한국전력공사 2019.02.19 ~ 2019.09.06

청백e-감사시스템 개발 한전KDN(주) 2019.01.02 ~ 2019.07.01

사내정보시스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용역 한전KDN(주) 2018.11.13 ~ 2019.03.12

K-DDS 기능개선 및 K-DDS Monitor 개발 용역 한전KDN(주) 2018.11.06 ~ 2019.06.30

중부발전 당직관리시스템 보완개발 (주)에스엔아이시스템 2018.10.01 ~ 2018.12.31

지식재산권 분류 및 Data 이관 용역 한전KDN(주) 2018.08.08 ~ 2018.12.31

차세대 배전지능화 기반 S/W 미들웨어 개발 한전KDN(주) 2018.05.14 ~ 2019.10.13

저압 AMI 서버시스템 구조개선 시범사업 한전KDN(주) 2018.04.25 ~ 2018.12.24

차세대시스템 배전계획/설계분야 한전KDN(주) 2018.04.09 ~ 2018.12.31

Kwater 업무시스템 혁신 사업 삼양데이타시스템(주) 2018.02.01 ~ 2018.04.30

ERP 전력장비관리시스템 개발 한국전력공사 2017.11.21 ~ 2018.10.16

전산역무도급개발 (KEB하나카드 통합멤버십운영 2차) 에이치엔서브 2017.11.01 ~ 2018.10.31

전력정보사업 계량지표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한전KDN(주) 2017.10.17 ~ 2017.12.16

조합 홈페이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17.08.16 ~ 2018.04.15

사내모바일시스템 2단계 개발 한전KDN(주) 2017.08.07 ~ 2017.11.21

공공기관 보완관련 홈페이지 개발 한전KDN(주) 2017.08.01 ~ 2018.02.28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전사확대 (고객계약검침분야) 용역 한전KDN(주) 2017.08.01 ~ 2018.02.28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개발 용역 한전KDN(주) 2017.06.01 ~ 2017.08.18

모바일 점검 시스템개발 업무 지원 한전KDN(주) 2017.05.19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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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시스템(HCES) 사용자 화면 고도화 계약 하나카드주식회사 2017.04.10 ~ 2017.07.09

한국관광공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조달청 연계 용역 한국관광공사 2017.03.14 ~ 2017.05.29

ICT설비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한국전력공사 2017.03.06 ~ 2018.03.05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그룹웨어 개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2017.02.13 ~ 2017.12.31

ERP iU_정기개발용역 (주)에이핀테크놀러지 2017.02.01 ~ 2018.01.31

Kwater 업무시스템 혁신사업(HR 부문) 삼양데이타시스템(주) 2016.12.26 ~ 2019.09.04

공사관리,부가서비스 시스템개발 인력지원 한전KDN(주) 2016.11.15 ~ 2017.01.26

수신율 분석 종합 프로그램 개발(1차) 용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6.10.24 ~ 2016.12.02

사내 모바일서비스 앱 개발 용역 한전KDN(주) 2016.08.05 ~ 2016.09.08

모바일 스마트한전 보완개발 업무계약 한국전력공사 2016.08.01 ~ 2016.11.30

고객검침 시스템 개발용역 한전KDN(주) 2016.07.01 ~ 2016.10.31

계약,검침,요금,수금관리 시스템개발 한전케이디엔(주) 2016.05.11 ~ 2017.01.09

본사숙소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한전KDN(주) 2016.05.09 ~ 2016.09.05

태양광 발전용 관제시스템 개발 한전KDN(주) 2016.04.19 ~ 2016.12.18

신재생에너지 현황 모니터링 3D 애니메이션 시스템 개발 한전KDN(주) 2015.12.23 ~ 2016.01.08

고시관리시스템 2단계 개발 용역[긴급] 한국전력공사 2015.11.23 ~ 2016.04.20

감사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한국수력원자력(주) 2015.07.23 ~ 2016.02.05

학자금관리시스템 추가 개발 한국전력공사 2015.05.18 ~ 2015.06.19

신재생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한국수력원자력 2015.01.05 ~ 2015.06.04

금융ERP (화재ERP, 생명ERP 시스템구축) 하반기 프로젝트 삼성생명 2015.01.01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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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운영(OP) 업무 용역 계약서 하이투자증권(주) 2022.09.01 ~ 2023.08.31

국토부-건축물관리시스템 운영 더씨엘소프트 2022.07.18 ~ 2023.07.17

대법원-등기관리시스템 운영 더씨엘소프트 2022.07.18 ~ 2023.07.17

2022년도 사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한전KDN(주) 2022.07.16 ~ 2024.07.15

대신증권 시스템 오퍼레이션 윈즈아이티 2022.07.01 ~ 2023.06.30

[긴급]중부발전 시스템분야 인력지원 한전KDN(주) 2022.06.01 ~ 2024.05.31

[긴급]중부발전 그룹웨어 분야 유지관리 용역 한전KDN(주) 2022.06.01 ~ 2024.05.31

포스코ICT 홍보관리 등 경영지원 업무운영 (주)쎈플러스 2022.04.18 ~ 2023.04.17

채용 사이트 운영 계약서 (주)도송컴퍼니 2022.04.12 ~ 2023.04.11

시스템 모니터링 유지보수 용역 계약 유안타증권(주) 2022.04.01 ~ 2023.03.31

기상청 지진화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타이호인스트 2022.01.01 ~ 2022.12.31

2022년 롯데백화점 통합유지보수 계약_헬프데스크 롯데정보통신(주) 2022.01.01 ~ 2022.12.31

2022년 DB금융투자 시스템유지보수 디비에프아이에스(주) 2022.01.01 ~ 2022.12.31

영배4.0 영업분야(고객계약, 전산자료작성)유지운영 기술지원 (주)라인정보통신 2022.01.01 ~ 2022.12.31

섹타나인 전산실운영 근로자 파견계약 (주)섹타나인 도곡지점 2022.01.01 ~ 2022.12.31

한전 그룹웨어 유지보수 인력지원 한전KDN(주) 2022.01.01 ~ 2022.12.31

영업정보(계약응대) 유지운영분야 인력지원 한전KDN(주) 2022.01.01 ~ 2022.12.31

한전 ERP 회계분야 유지운영 인력지원 한전KDN(주) 2022.01.01 ~ 2022.12.31

키움증권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주)창영이앤이 2021.12.01 ~ 2022.11.30

op도급계약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2021.11.01 ~ 2022.10.31



03.PERFORMANCE

26 / 38 _ 주요사업

System Maintenance(SM) 실적

사업내용 고객사 계약기간

한수원 발전운영 ERP 고도화 사업 Nexacro 인력지원 한전KDN(주) 2021.05.01 ~ 2021.11.17

2021~2023년 비전력 정보시스템 업무위탁용역 한국전력공사 2021.07.01 ~ 2024.06.30

2021년 전남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
진흥원 2021.06.16 ~ 2021.11.30

한화증권 시스템 모니터링 운영 휴먼파워(주) 2021.05.01 ~ 2022.04.30

2021년 DB금융투자 시스템유지보수 디비에프아이에스(주) 2021.01.01 ~ 2021.12.31

전자금융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위한 업무 위탁계약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2021.01.05 ~ 2022.01.04

기상청 지진화산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타이호인스트 2021.01.01 ~ 2021.12.31

코밴 전산실 시스템운영OP (주)코밴 2021.01.01 ~ 2021.12.31

하나카드 법인경비처리 시스템 운영 하나카드주식회사 2021.01.01 ~ 2021.12.31

에스피씨네트웍스 전산실운영 근로자 파견계약 (주)섹타나인 도곡지점 2021.01.01 ~ 2021.12.31

영배4.0 영업분야(고객계약,전산자료작성)유지운영 인력지원 한전KDN(주) 2021.01.01 ~ 2021.12.31

2021년 롯데백화점 통합유지보수 계약_헬프데스크 롯데정보통신(주) 2021.01.01 ~ 2021.12.31

2020년 한수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경영분야) 한전KDN(주) 2020.09.14~2022.05.24

2020년도 사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한전KDN(주) 2020.07.01~2022.06.30

운영실(IT/DR) 운영 용역 엔에이치투자증권(주) 2020.01.01~2022.12.31

중부발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지원 한전KDN(주) 2020.06.01~2022.05.31

남부발전 단위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한전KDN(주) 2020.11.01~2022.10.31

중부발전 그룹웨어분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한전KDN(주) 2020.06.01~2022.05.31

남부발전 단위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한전KDN(주) 2020.11.01~2022.10.31

2019년 한수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경영 분야) 한전KDN(주) 2019.05.01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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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리용역 우정사업본부 2019.04.15 ~ 2020.12.31

다우데이타 전산 시스템 운영 업무(2019) (주)다우데이타 2019.02.18 ~ 2020.02.17

하나카드 통합멤버십 운영 관련 OP 계약 (연장) (주)하나금융티아이 2019.02.13 ~ 2020.02.12

한전 KDN 판매정보 3.0 유지보수인력지원(영업분야) 한전KDN(주) 2019.01.01 ~ 2019.12.31

영업일반 분야 유지운영 인력지원 한전KDN(주) 2019.01.01 ~ 2019.12.31

계약응대, 수요관리 유지운영 인력지원 한전KDN(주) 2019.01.01 ~ 2019.12.31

한전 ERP 관리회계 유지운영 인력지원 한전KDN(주) 2019.01.01 ~ 2019.12.31

판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한국전력공사 2020.01.01 ~ 2020.12.31

하나카드 법인경비처리 시스템 운영 하나카드주식회사 2019.01.01 ~ 2019.12.31

송변전 계통운영분야 인력지원 티지소프트 주식회사 2019.01.01 ~ 2019.12.31

하나카드 19년도 SM전산역무도급계약 로직큐브(주) 2019.01.01 ~ 2019.12.31

2019년 DB금융투자 시스템운영 유지보수 디비에프아이에스(주) 2019.01.01 ~ 2019.12.31

그룹웨어(전자결재분야) 인력지원 한전KDN(주) 2019.12.01 ~ 2020.11.30

한국은행 전산실 운영에 관한 근로자 파견 계약 한국은행 2019.01.01 ~ 2019.12.31

2019년 롯데백화점 통합유지보수 계약_헬프데스크 롯데정보통신(주) 2019.01.01 ~ 2019.12.31

SPC네트웍스 전산운영 업무대행 근로자 파견 개별계약 (주)에스피씨네트웍스
서울지점 2018.12.01 ~ 2019.11.30

OP(전산실 운영) 도급 계약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2018.11.01 ~ 2019.10.31

키움증권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계약 (주)다우기술 2018.11.01 ~ 2019.11.30

시스템운영(Operator) 업무위탁 용역 계약 하이투자증권(주) 2018.07.01 ~ 2019.06.30

한국증권금융/IT아웃소싱(2차년도)/엠씨에스텍 SK(주) 2018.06.01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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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2019년_인프라운영1(KAI ITO 1년차) SK(주) 2018.10.01 ~ 2019.09.30

DSME ERP수준 조기복원 프로젝트-외주용역 맥컨설팅(주) 2018.09.28 ~ 2019.03.27

제일사료(주) 인터넷 주문 시스템 구축-JAVA 부문 (주)새롬정보시스템 2018.05.04 ~ 2018.08.14

알리안츠생명 Audit System (주)씨에이에스 2017.09.04 ~ 2017.11.03

BDN-736 시스템 구축 굿어스(주) 2017.05.17 ~ 2017.12.25

Kwater 업무시스템 혁신 사업 삼양데이타시스템(주) 2017.05.15 ~ 2019.03.04

HR. 인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주)피플와이드 2017.03.27 ~ 2017.05.31

금융 ERP 크리스피드(주) 2017.02.01 ~ 2017.12.31

Kwater 업무시스템 혁신 사업(HR 부문) 구축 변경계약 삼양데이타시스템(주) 2016.12.26 ~ 2018.09.04

금융 ERP 삼성생명 2016.07.01 ~ 2017.01.31

삼성물산 리조트부분 CORE ERP 구축 삼성물산 2016.03.28 ~ 2016.07.31

현대파텍스 웹개발 프로젝트 현대파텍스 2016.06.20 ~ 2016.09.19

한전 ERP 예산관리 유지운영 인력지원 한전KDN(주) 2016.04.01 ~ 2016.12.31

송변전분야 품질관리 등 유지운영 인력지원 용역 한전KDN(주) 2016.01.01 ~ 2016.12.31

구매자재분야 유지운영 인력지원 용역 한전KDN(주) 2016.01.01 ~ 2016.12.31

한전 ERP 관리회계 분야 유지운영 인력지원 한전KDN(주) 2016.01.01 ~ 2016.12.31

한화토탈 차세대 ERP 프로젝트 한화토탈 2015.12.01 ~ 2016.04.30

금융 ERP 삼성생명 2015.11.02 ~ 2016.06.30

한화토탈 차세대 ERP 프로젝트(2015년) 한화토탈 2015.10.21 ~ 2016.04.20

한전ERP 인사노무분야 유지운영 인력지원 한전KDN(주) 2015.10.05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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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및 솔루션 실적

사업내 용 고객사 계약기간

급전운영정보공유시스템 웹방식 파일첨부솔루션 및 HDD 교체 한국전력거래소 2022.05.19 ~ 2022.06.20

R&D협력 및 평가용 스마트회의시스템 구매 한전KDN(주) 2022.05.03 ~ 2022.05.31

스마트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Smart Board 구매 한전KDN(주) 2022.04.05 ~ 2022.04.25

스마트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Smart Board 구매 한전KDN(주) 2022.02.03 ~ 2022.02.17

단체근태신청서 양식개발 한국관광공사 2020.04.20 ~ 2020.05.15

한국수력원자력 2019년도 전산설비 및 시스템 SW분야
유지보수(전자출판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 2019.04.01 ~ 2020.10.31

e-Book 솔루션 S/W (ICT인프라처) 한국전력공사 2019.03.04 ~ 2019.03.04

청백e-감사시스템 개발 (주)씨에이에스 2019.01.02 ~ 2019.07.01

스마트보드(86인치 UHD) 납품 삼성전기 2018.11.02 ~ 2018.11.03

e-book 솔루션 제작 및 구매 주택관리공단 2018.08.27 ~ 2018.09.26

스마트보드(86인치 UHD) 납품 선다코리아 2018.05.14 ~ 2018.05.15

스마트보드 외 1식 서울산업진흥원 2018.02.01 ~ 2018.02.14

스마트보드(65인치 UHD) 한국전력공사 2018.01.14 ~ 2018.01.15

스마트보드(65인치 FHD)납품 한전KDN(주) 2017.05.30 ~ 2017.05.31

스마트보드(65인치 FHD)납품 한국전력공사 2017.05.11 ~ 2017.05.12

"Smart Energy Campus 구축을 통한 에너지 신사업 실증"
서버납품 전남대학교 2017.05.01 ~ 2019.04.30

스마트보드(65인치 FHD)납품 한전KDN(주) 2017.02.22 ~ 2017.02.23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그룹웨어 개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2017.02.13 ~ 2017.12.31

스마트보드(65인치 FHD)납품 한국전력공사 2016.12.06 ~ 2016.12.07

감사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한국수력원자력(주) 2015.07.23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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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APP 실적

사업내용 고객사 계약기간

2022년 서울교육뉴스 앱 개선 용역 서울시교육청 2022.08.16 ~ 2022.10.14

2022년 서울교육뉴스 앱 유지보수 용역계약 서울시교육청 2022.08.01 ~ 2022.12.31

학생배치계획 분석처리 시스템 개발 용역 서울특별시강남서초
교육지원청 2022.07.20 ~ 2022.09.30

POSA 웹사이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WA마크 재인증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2022.04.22 ~ 2022.06.10

2022년 산양삼정보 다드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임업진흥원 2022.04.11 ~ 2022.12.31

2022년 서울교육소식 홍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계약 서울시교육청 2022.01.01 ~ 2022.12.31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프로젝트 통합관리 홈페이지 구축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2021.12.15 ~ 2022.10.14

감염병 시기 학생 영양진단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탁 용역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2021.11.22 ~ 2022.02.18

운동교구 공유마당 홈페이지 구축 및 악기공유마당 홈페이지
수정 용역 서울시교육청 2021.11.17 ~ 2022.02.04

2021 과학중점학교 개방형실험실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서울시교육청 2021.10.26 ~ 2021.11.16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K-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용역 한전케이디엔(주) 2021.10.21 ~ 2022.10.21

영업현장업무용 모바일 App 개발 한국전력공사 2021.10.20 ~ 2022.06.19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서버이관 및 홈페이지 개편 용역 서울시교육청 2021.08.26 ~ 2021.11.24

코로나19 학교 등교 지원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용역 서울시교육청 2021.08.19 ~ 2021.09.17

2021 계약길잡이 프로그램 모바일 웹 구축 용역 서울시교육청 2021.07.09 ~ 2021.08.07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이관 및 재구축 용역 서울시교육청 2021.06.14 ~ 2021.10.17

2021년 산림탄소센터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 한국임업진흥원 2021.06.04 ~ 2021.12.11

2021년 교육행정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용역 서울시교육청 2021.04.30 ~ 2021.06.08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2021.04.26 ~ 2021.05.30

채용 사이트 운영 계약서/인사시스템 인프라 운영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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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APP 실적

사업내용 고객사 계약기간

2021년 산양삼정보 다드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임업진흥원 2021.04.01 ~ 2021.12.31

2021년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2021.03.03 ~ 2021.12.31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온라인 지원 시스템(콜라캠퍼스)
유지운영 관리 서울시교육청 2021.01.12 ~ 2021.12.31

서울창의감성교육배움터홈페이지폐쇄제반작업 서울시교육청 2019.06.04 ~ 2019.07.31

임업통계이용활성화 한국임업진흥원 2019.04.16 ~ 2019.11.30

한국우편사업진흥원(POSA) 홈페이지유지관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019.04.01 ~ 2020.12.31

예술AI 기반의ICP(Intelligent Curation Platform)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9.04.01 ~ 2019.08.19

한국우편사업진흥원(POSA) 홈페이지반응형웹개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019.01.31 ~ 2019.03.20

서울로7017 온라인소식지 제작 용역 서울시교육청 2019.01.01 ~ 2019.06.30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은평) 홈페이지구축용역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12.18 ~ 2019.02.28

학생인권교육센터홈페이지재구축위탁용역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12.03 ~ 2019.02.19

25개자치구치매안심센터웹사이트기능개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2018.10.18 ~ 2018.12.21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홈페이지구축용역 남부교육지원청 2018.10.05 ~ 2018.12.19

직속기관홈페이지이관및재구축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08.10 ~ 2018.12.07

스타트업통합정보플랫폼신청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용역 재단법인서울산업진흥원 2018.07.18 ~ 2018.12.07

2018 특성화고진로진학홈페이지재구축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05.15 ~ 2018.07.31

2018년진흥원홈페이지반응형웹리뉴얼구축 재단법인서울산업진흥원 2018.03.13 ~ 2018.05.31

2018년임산물생생도매가격시스템콘텐츠개발 한국임업진흥원 2018.02.28 ~ 2018.06.29

2018년임산물생생도매가격시스템유지·관리 한국임업진흥원 2018.01.31 ~ 2019.12.14

급전운영시스템유지보수업무위탁(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역거래소 2018.01.18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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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사

공공

금융·은행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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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SION

MCST 비전

VISION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화된
프로젝트 구축 노하우를 통한

기술력 향상 도모

Human
Power in MCST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최상의
서비스로 제공하여 IT업계의
신뢰받는 동반자 관계 확립

Client
Satisfaction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미래 준비

Human is
Future

기업의 신뢰성 향상과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기업

Professional
Service

젊고 유능한 경영진을
핵심으로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기업

No.1 MCST

SI부문
:
우
선

수
택

인
과

력
집

육
중

성
, 수익성 강화,

SM부문
고객만족, 서비스의 고도화
e-biz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고객만족
Web, App구현

Service Offering 체계 구축,
고객선도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프로세스 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진, 인력 고도화 및

우수인력 동기부여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
앞선 제도 구현, 고객지향적인
가치창조, 기술중시, 글로벌화

경영이념중장기전략단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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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SION

MCST가치추구

01고객만족
-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을 최상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정신 확립
- 최고의 역량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가치의 극대화 창출
-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서비스 구축의 차별성 확립
- 지속적인 전산서비스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안정된 운영서비스 확립

02최상의서비스및전문성확보
- 최고의 전문인력을 보유, 혁신적 기술과 안정된 시스템 운영능력 확립
- 차세대 시스템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고급 기술능력 확립
- 분야별 핵심기술과 다양한 어플리케🕔🕔션 개발에 따른 풍부한 노하우 확립
- S/W, H/W, N/W 벤더별 파트너쉽 체결에 의한 신뢰성 확립

03유능한전문인력양성
-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화된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력 도모
- 핵심기술 인력 채용 및 다양한 어플리케이 션 개발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 각각의 기업업무 프로세스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산시스템 통합관리
- 전문 컨설턴트 양성

04 IT업계의일등기업지향
- 자체 브랜드 가치 구축(Brand Value)으로 인한 독자성 확립
- 독자적 솔루션 판매를 통한 회사가치 부여 창출
- 고품질, 저비용, 고효율의 전산설비 경영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 추구
- 지속적인 경쟁우의 확보 및 기술력 차별화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05최상의서비스및전문성확보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미래를 준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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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SION

인재교육

01전문강사에의한인성교육
- 인재교육원에서 인재교육을 담당한 강사에 의한 인성교육 실시
- 사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기본 예의 교육
- 회사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소양 고취

021:1멘토에의한회사적응지원
- 입사 후 기존 직원들과의 1:1 멘토 제도를 통한 회사 적응 지원
- 입사 분야별 해당 분야 경험자에 의한 직무 교육
- 프로젝트 수행 전 해당 분야 PM에 의한 투입전 교육 수행

03각종교육수행및직원애로사항청취
- 연 1회 이 상 성희롱 예방 교육 수행
-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직원애로사항 및 고충 수렴 및 해결 노력

04교육기관과연계한직무교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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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CONTACT US

MCST오시는길

MCST오시는길

본사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영등포동8가 35-9 KnK디지털타워 1602호) 

220, Yeongsin-ro, Yeongdeungpo-gu, Seoul

연락처: TEL (02) 6332 ‒ 5800 I FAX (02) 6332 ‒ 5809

지하철: 2호선 - 영등포구청역 4번 I 5호선 - 영등포시장역 1번 I 9호선,2호선 - 당산역 9번 출구

지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13, D동 4층 2-405호(빛가람동, 스마트파크 지식산업센터)

연락처: TEL (061) 930 ‒ 8000 I FAX (061) 930 ‒ 8009

버스:지선 : 7003번, 7004번 I 광역 : 999번, 1160번

HOME PAGE
http://www.mcst.co.kr

E-MAIL
mcst@mc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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