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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행복을 드리는 서비스 제일주의 회사 

KDFS가 두 손 모아 인사 올립니다. 

 

저희 KDFS는 빌딩관리를 주업으로 하여 주거, 사무실, 문화센터, 휴식처∙∙∙ 

고객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하여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년 빌딩관리 기업의 오랜 경험과 Know How 를 살려, 

빌딩 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행복한 생활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Happy Space Creator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Korean Dream을 이끈 신 중년 세대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kt(동우회)와 함께하는 기업비젼을 구현하며, 

kt 종합시설관리 협력업체로서 유익한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고객감동만이 회사의 존립목적이자 생존요건"임을 

절실히 공유하면서 오늘도 밝고 상큼한 미소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인사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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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goal 

core 

Happy Space Creator, Senior Job Provider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기쁨을 나누는 기업 

은퇴자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기업             

함께하다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는 자산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최고의 자산관리 기업 

고객 최우선, 최고의 품질, 1등 종사원, 일자리 창출 

고객 최우선 -고객 최우선으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 

최고의 품질 –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글로벌 1등을 지향한다              

1등 종사원 – 자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한다   

일자리 창출 – 은퇴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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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빌딩 
 FM품질향상 활동 

(128개빌딩/2021년) 

FM위탁 
용역계약 

kt빌딩 PM / FM도급  

kt빌딩 종합위탁관리 

Kt그룹발전 
 기여활동 

kt퇴직자  
지원활동 

MOU, 지분참여(10%) 
공동마케팅활동 

kt동우회 재정적지원 
 

kt퇴직자 일자리창출 
(430여명/2016년~) 

MOU, 재정적 지원 
시니어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공동사업 발굴 
kt빌딩 현장근무자교육 

(1천여명/2020년) 

소외계층아동 교육 
시니어 일자리창출 
kt기업이미지 제고 

Kt그룹 희망나눔 재단 지원 
드림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kt모바일  
판매사업계약 

kt고객기반 확충 
(9.5만대 판매/모바일누적) 
 
kt모바일 판매활동 
 (5천여대 판매/년)  

kt빌딩 
특수경비도급 

kt빌딩 
특수경비위탁

수행(12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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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terprise부문 

kt에스테이트 & 
kt텔레캅 

kt 동우회 

kt 경영지원부문 kt ESG 경영추진실 
/kt그룹희망나눔재단 

드림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kt경영지원부문과 kt 텔레캅, kt estate의 FM위탁용역에 따른 품질향상활동을 강화하고, kt동우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퇴직자 일자리 창출과 동우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kt ESG경영추진실의 지원하에 드림드림사회적협동조합과는 상호 나눔 문화 실천, kt Enterprise부문과 휴대폰 재판매사업

으로 kt고객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등 상생 협력 나눔 실천 



설립일: 1997년 3월 17일 창립(2010년 8월 12일 분할)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숭문길 13 

대표이사 : 황욱정 

자본금: 15억원 

Services 

PM(Property Management)  

- 부동산 자산의 일상관리, 임대차관리, 임차인서비스, 

  건물유지보수 및 개선공사, 회계관리 및 비용집행                                      

FM(Facility Management)  

- 부동산 자산의 유지관리, 기계/전기시설 운전/유지보수, 

  환경관리/보안/주차/에너지 관리, 특수경비 

No. of Employees 

직원수: 1,600명 (2021년 3월 기준) 

Revenue 

2019년 : 438억원 
2020년 : 488억원 
2021년 : 600억원(예상) 

Organization 

조직구성: 1총괄 2실 3본부 15팀 1연구소 3지역본부 

Main Customer 

kt(전국) 주요통신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NIRS, KBS, 호서대학교, 광명 SK 테크노파크, 

PARC1, 시화병원, 특수경비, 근로자파견 등 다수(전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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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2006 2007 ~ 2016 2017 ~ 현재 

02 

▶ 1997.03 

    한국통신산업개발㈜ 설립 

▶ 1997.05 

    kt고양정보통신센터 등 사옥관리 

▶ 1997.07 

    kt 보유 빌딩관리 개시(78개 빌딩) 

▶ 1998.02 

    kt 정보통신센터 등 3개 사옥관리 

▶ 1999.08 

   삼성에버랜드와 전략적 업무제휴 

▶ 2000.06 

    인천국제공항 부대건물 수주 및 관리 

▶ 2000.12 

    빌딩관리 부문 ISO 인증취득 

▶ 2001.07 

    한국통신산업개발㈜ 민영화 

▶ 2004.01 

    동훈타워,배재빌딩 빌딩관리 수주 

▶ 2005.09  사명 변경    

     KTRD㈜ → KTA㈜ →굿모닝에프㈜ 

▶ 2006.03 

    세종문화회관 종합관리 수주 

▶ 2006.12 

    건설공제조합 미화관리 수주 

▶ 2007.01 

    kt 전국사옥 협약체결(3년 장기계약) 

▶ 2007.07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인증 획득 

▶ 2007.10 

    신도림테크노마트 미화관리 수주 

▶ 2007.12 

    골든서비스어워드 행자부장관 표창 

▶ 2010.03      

    본사이전(목동→용산) 

▶ 2010.08  

    회사분활→굿모닝에프㈜, 한주PMC㈜ 

▶ 2012.01 

     kt 사옥 종합관리 협약체결  (수도권, 전북) 

▶ 2013.01 

    법무부(인천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 2014.06 

    kt 사옥 종합관리 수주(수도권, 전남) 

▶ 2015.01   

      특수경비업  개시, KBS 별관/송신소, 해양수산청 

▶ 2016.01  

    본사이전(용산→마포) 

▶ 2016.03   

    호서대학교 종합관리 수주(5년) 

▶ 2017.03 

    사명변경(굿모닝에프㈜→KDFS㈜)  

      kt 사옥 종합관리수주(수도권, 대구/경북) 

▶ 2018.05 

    kt 사옥 종합관리수주/126개 빌딩(3년) 

▶ 2019.04  

    kt특수경비 수주(혜화, 평택, 계룡 등 9개B/D) 

    (2021년 현재 12개 사옥) 

▶ 2019.05   

    광명 SK 테크노파크(7.7만평) 수주(2년) 

▶ 2019.11  

    kt생활관 수주(2년)  

▶ 2020.09 

    파크원(여의도 73층) 수주(2년) 

▶ 2020.10 

    시화병원 종합관리 수주(5년) 

▶ 2018~2020 3년연속  

     kt 사옥관리  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1위 달성 

▶ 2021.03  

    호서대학교 종합관리 재수주(5년) 

▶ 2021.03  

    kt 사옥 종합관리  추가 수주(총 128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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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에프에스는 각 분야 별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고객중심경영을 위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었습니다. 

• 경영지원팀 

• 재무팀 

• 투자관리팀 

• 공간디자인연구소 

• FM기획팀 

• FM운용팀 

• 경비사업팀 

• 마케팅팀 

• CLEAN 지원팀 

• CS팀 

• 기술지원팀 

• 품질관리팀 

• HR 기획팀 

• HR 운용팀 

• 개발사업팀 

• 모바일사업팀 

• 수도권1본부 

• 수도권2본부 

• 대구본부 

경영지원실 FM 전략본부 품질관리실 성장사업본부 파견사업본부 

지역본부 

대표이사 

사업총괄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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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RS 지사 

• 직할본부 

본사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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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자산 운영 서비스 

임대 및 마케팅 

자산관리 PM 

시설관리 

보안/주차/안내 관리 

미화관리 

근로자 파견 사업 

공동주택 관리업 

특수경비업 

건물관리 FM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소방 시설 공사 

전기 공사 

공사 

KT 통신상품 판매 

최신 휴대폰 연계판매 

기업, 단체 고객사 유치 

통신상품 제공 

이동통신 상품 판매 인력파견업 

비서/안내/운전 

사무보조 



1. 최고의 전문인력에 의한 안전 및 시설점검 

2.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에 의한 상시 점검시스템 가동 

3.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훈련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머물고 싶은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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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1. 시설경비: 도난,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공공시설, 각종 산업시설, 업무용빌딩, 유통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연구시설, 백화점 등 

2. 특수경비: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완벽한 보안서비스 국가 중요시설인 공항,  항만,  통신시설,  발전시설,  정유시설,  
방산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 

고객의 안전과 자산을 지키는 저희에게는 쉬는 기간이란 없습니다. 

보안관리 

1. 최고의 미화전문가에 의한 관리 

2. 완벽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화전문가 양성 교육 

3. 국내 굴지의 시설 및 건물관리를 통하여 입증된 기술력 

4. 첨단 미화장비 보유 및 미화도구와 제품의 표준화, 규격화 

5. 친환경제품 사용으로 고객의 안전과 환경보호 

건물의 아름다움, 그 출발은 청결에 있습니다. 

미화관리 



시설물의 보강기술은 시설물의 신설에 비해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완공 이후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 보강공사 등 2개 이상 전문고정이 복합된 공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최정예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점검 및 보수 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정예화된 전문기술인이 최고의 기술력으로 빌딩의 가치를 높힙니다.  

전문가의 철저한 감리를 통하여 설계기준, 방재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합니다.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물의 동력과 같은 전력에너지를 안전하게 공급합니다. 

전기공사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법이 정한 적합한 기기를 사용하여 옥내외 전기공사를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전기공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점검, 운전, 유지보존, 보수관리를 책임집니다. 

수 배전 설비공사, 내선공사, 신증설공사, 동력공사, 조명공사 - 전문인력에 의한 분석과 사전예방 점검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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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소방 시설 공사 

전기 공사 



인재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인력파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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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FC망 시설 및 유지보수 

- 무선데이타 관련 시설 및 유지 보수 

- 고객센터 유지보수&FTTH 시설공사 및 장애처리 

-  PSTN, VOIP, 인터넷방송 상담 및 설치공사 

- 구내통신 구축 시설공사 

- Network System시설 및 유지보수 

- 시내 전송로 & 광전송로 시설공사 

- 광전송시스템(MSPP)및 교환기기시스템 솔루션 공급 및 유지보수 

정보통신공사 



KDFS는 kt유무선 통신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통신유통 전문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적 역량과 노하우, 유통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차별화된 구매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동통신 상품 판매 

02  KDFS | 사업영역 happy space creator, senior job provider 

서비스 영역 

가입 정보조회 

번호 변경 / 핸드폰 일시정지 / 요금할인 약정가입 / 로밍 신청 / USIM 

요금/사용내역 

월별 사용요금 / 사용량 조회 / 당겨쓰기 이용&조회 / 통화&캐치콜 내역 / 선불요금 충전&조회 

부가서비스 신청 

부가서비스조회 / 부가서비스신청 & 변경 / LTE데이터 충전 

요금제 변경 



kt 혜화빌딩 등 24개 빌딩 
계약기간: 2017.3~현재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등 관리 

kt 대구타워 등 19개 빌딩 
계약기간: 2017.3~현재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등 관리 

kt 고양빌딩 등 55개 빌딩 
계약기간: 2017.3~현재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등 관리 

서울지역 kt빌딩 

KT빌딩 

경인지역 kt빌딩 대구지역 kt빌딩 

Kt 포항빌딩 등 30개 빌딩 
계약기간: 2017.3~현재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등 관리 

경북지역 kt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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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구/경북 지역에 산재해 있는 128개의 kt빌딩을 종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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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7,080평 
층수: 21F / B5 
최초계약: 1998~2009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통신관리 

kt분당사옥 

연면적: 27,293평 
층수: 24F/B3 
최초계약 : 1988~2011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통신관리 

kt정보전산센터 

연면적:22,004평 
층수 : 15F/B3 
최초계약 “ 1997~2009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통신관리 

국제통신센터[kt광화문] 

연면적: 23,000평 
층수 : 22F/B7 
최초계약 : 2002~2011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관리 

kt부산정보센터 

수도권/대구/경북 지역에 산재해 있는 128개의 kt빌딩을 종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파크원 빌딩 
연면적 : 46,087평 
계약기간 : 2020. 9~현재 
제공서비스 
보안,안내,미화 

PARC1 

오피스빌딩 

송현빌딩 한솔교육 빌딩 

대상 : 3F, 10~11F 
계약기간 : 2019~현재 
제공서비스 : 경비 

에퀴닉스(삼성SDS) 

연면적: 1,599평 
층      수: 10F / B4 
최초계약: 2014~현재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주차 

연면적: 17,838평 
층      수: 29F / B3 
계약기간: 2019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 관리 

03  KDFS | 주요수행실적 happy space creator, senior job provider 

오피스빌딩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 2,068평 
층수 : 16F / B2 
최초계약 : 2019~현재 
제공서비스 
관리/시설/경비/미화 

kt생활관 

오피스빌딩/통신시설/문화시설 

KBS문화방송 국립현대미술관 

KBS별관 및 연구동 
최초계약: 2021~현재 
제공서비스 
경비 

연면적: 15,788평 
건물동 : 2개동 
최초계약 : 2014~2015 
제공서비스 
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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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6,400평 
건물동 : 1개동 
최초계약 : 2005~2010 
제공서비스 
시설/경비/안내/미화 관리 

kt선릉사옥 

오피스빌딩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문화시설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방배열린문화센터 

연면적 : 16,976평 
건물동 : 11개동 
최초계약 : 2016 
제공서비스 
미화관리 

국립중앙과학관 

연면적: 18,000평 
건 물 동: 2개동 
최초계약: 2006~2012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 관리 

연면적: 4,082평 
건 물 동: 1개동 
최초계약: 2014~2015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 관리 

연면적: 4,148평 
건 물 동: 1개동 
최초계약: 2017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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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명 SK 테크노타워 

지식산업센터/자동차매매타워/병원 

성남 스타타워 부산오토필드 

연면적 : 12,856평 
계약기간 : 2020~현재 
제공서비스  
경비, 주차, 발렛, 미화 

시화병원 

연면적: 36,000평 
층      수: 9F / B3 
계약기간: 2020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 종합관리 

연면적: 17,247평 
층 수: 15F / B3 
최초계약: 2014~2021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 

연면적: 77,552평 
층  수: 15F / B2(5개동) 
최초계약: 2019~현재 
제공서비스 
관리/시설/경비/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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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대학교 

호서대학교 서일대학교 

광주캠퍼스 
계약기간 : 2015~2018 
제공서비스  
주차/주차정산 

호남대학교 
서울 캠퍼스 
계약기간 : 2019~현재 
제공서비스 
주차/주차정산 

아산,천안 캠퍼스 
최초계약: 2016~현재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 

서울캠퍼스 
계약기간: 2018~2019 
제공서비스 
시설/미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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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kt 혜화빌딩 외 8개 빌딩 

특수경비/연구시설 

KBS송신소 특수경비 해양 항만청 

연면적 : 8,000평 
건물동 : 1개동 
최초계약 : 2005~현재 
제공서비스 
시설/경비/미화 관리 

대전 정부종합전산센터 

개 소 수: 13개소 
관리지역:  
광주/전남/제주/서울 
최초계약: 2015~2016 
제공서비스 
특수경비 관리 

개 소 수: 2개소 
관리지역: 속초/삼척 
최초계약: 2015 
제공서비스 
특수경비 관리 

최초계약: 2019~현재 
제공서비스 
특수경비 관리(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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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KBS 

파견 

조선대학교 서일대학교 

전국 KT 사업장 
계약기간 : 2020.10~ 
제공서비스 
운전/비서 

KT 

광주캠퍼스 
계약기간 : 2015~현재 
제공서비스 
운전/주차정산/우편 

서울캠퍼스 
계약기간 : 2018~2019 
제공서비스 
운전/기사 

본관, 전국 8개지사 
계약기간 : 2020.01~12 
제공서비스 
비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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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사업장 등 전국의 다양한 사업장에 용역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빌딩관리 

고객만족도 
FM품질평가 

3년연속 
1위 

‘18~20년도  kt빌딩관리  FM 4개사 중  

『 고객만족도 』 및  『 품질평가 』 결과 압도적 1위 달성!  
※ kt에스테이트 주관 평가 전문업체(나이스ENC)에 위탁 평가 시행 

- 소방작동기능점검/보수 

- MCC반 특별점검/보수 

- 배수시설 특별점검/보수 

- 에너지진단/절약  

 

기술지원 

보안/CS교육 

- 심폐소생술, 보건안전교육  

- 여성전용구역 몰카  특별점검 

- CS전문교수 빌딩 CS교육 

- 야간불시점검  

크린지원 

- 조경수 전지작업 

- 출입구 대리석 세척작업 

- 왁스작업 지원 

- 특별미화 교육  

현장운용 

- 센터별 그룹핑 작업 

- 빌딩별 공동작업 

- 7대 중점개선 프로젝트 

- 스마트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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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kdfs” 는 국내 제일의 부동산관리회사로 가는길에 언제나 

현장 품질개선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고객의 위탁 자산가치를 상승 시키고, 고객중심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증 현황 

보유면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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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시설(kt혜화타워, kt효목빌딩 등 kt의 국가기간통신망시설 집중관리), 방송국시설(KBS중계소), 해양수산청 등 특수경비 관리 

• 주요 국가보안시설 기간통신망 및 방송국 등에 대한 특수경비 관리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 보유 

     - 주요 국가기간통신망 시설에 대한 보안 방호업무를 집중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빌딩 특수경비 관리 운용 중 

       (kt 혜화/ kt 구로타워/ kt 아현/ kt 양재/ kt 수서/ kt 용인/ kt 과천/ kt 평택/ kt 일산/ kt 계룡/ kt 효목/ kt 신제주빌딩 등)  

     - 최고의 보안수준 및 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는 KBS 방송국 및 해양수산청 등 특수경비 관리 운용 

국가 보안시설 특수경비 관리 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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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에 걸친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행정안전부 전산망) 관리 노하우 보유 

• 2005년부터 17년간 수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행정안전부 전산망) 시설관리 용역으로 

지속적인 국가기간 전산망 주요시설 관리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 보유 

-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건물 관리 등 FM 전반적인 범위 관리 운용 

- 검증된 전문자격증 보유 시설직 근무자(32명), 미화(20명) 등 인력풀을 중심으로한 국가 중요시설 안정적 운용 경험 보유 

다년간의 국가 주요시설 관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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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업무지원 가능 

• 긴급 상황 및 재난사항 발생 시 수도권 빌딩 인근 FM운용 빌딩에서 긴급 지원 및 인력 활용 가능 

- 서울 및 경기,인천,대구,경북 전체 kt빌딩 및 비kt 일반빌딩 등에 대하여 1600여명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어,  

  해당 KDFS 운용 인원의 긴급지원 및 투입 지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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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빌딩 화재 현장 긴급복구 지원작업 

노력과 헌신에 대한 희생정신 함양 

-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의 자발적 헌신적 참여로 긴급복구에 많은 도움과 정상화에 기여 

- 재난상황 발생 시 빠른 상황분석 및 위험사항 전파로 최적의 지원 필요 인력 배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 kt아현빌딩  통신구 화재(2018,11,24) 긴급복구 현장에서 보여준 KDFS의 노력, 헌신에 대한 희생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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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Tech 
Multi 
Usage 

Realtime 

최신 ICT 기술기반 

점검서비스 

다양한 현장업무 및 

점검옵션 지원 

Cloud 서비스 구축을 통한 

실시간 운영 관제 

Cloud Server 기반의 ICT 관리 서비스 가능 

· 다양한 실시간 현장 FM 운용 데이터를 중심으로한 FM현장과 및 관리자 서비스의 실시간 연동 서비스 제공 

 

  - 현장 점검 개소별 부착 가능한 NFC 태그, 전용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전용 통합 관리사이트 제공으로 차세대 ICT FM 관리서비스 제공 

  - 작업 영역에 따른 다양한 작업 레포트 관리 지원 : 기계설비, 환경설비, 영선관리, 전기설비, 소방설비, 순찰관리 등 

  - 현장 전문 FM 인력이 스마트폰으로 입력한 일지 및 자료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설비별 이슈트래킹으로 Time-Loss 및 인적 리스크 최소화  

04  KDFS | 특장점(ICT FM Service UX) happy space creator, senior job provider 



06  KDFS |  회사위치도 

서울시 마포구 숭문길 13(염리동)  kt마포솔루션빌딩 6층 
 

6호선 대흥역 2번출구 350m 
 5,6호선 공덕역 2번출구 600m 



TEL:02-2014-9000 

FAX:02-2014-9028 

www.kd-fs.com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