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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래사회를선도하는우리의기업은완전경쟁글로벌경쟁이라는변화된새로운경영환경하

하

에

산업기술의고도화및 OUTSOURCING을 활용한 경영합리화가그어느때보다절실한시기입니다.

(주)대덕휴비즈는 이러한시대상황에부응하고자기업의경영합리화와이에필요한 OUTSOURCING   의

핵심부분인 보안경비,건축물.시설관리, 위생관리,인재파견사업등에따른한국생산성본부의 ISO인증및

지식경 부의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인증받은풍부한경험과지식을축적하고있으며사회윤리와

도덕성의바탕위에과학적이며체계적인관리시스템으로고객에게책임을다 는기업이념으로

대덕휴비즈만의서비스를제공할것을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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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나타내는     ,
heat 일과 고객에 대한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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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주식회사 대덕휴비즈

대표자명 : 박지영

설립연도 : 1994년 12월 06일

사업장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33-3 (서초동, 거암빌딩 3층)

사업종목 : 서비스업

주요사업 : 보안경비, 환경미화, 시설물유지관리, 근로자파견, 물류, 생산도급, 골프장 및 레저시설 관리 등

사업자번호 : 214-81-79783

법인등록번호 : 110111-1106677

자본금 : 10억 / 총자산 : 110억

직원수 : 2000 여명

연락처 : T 02-587-9555    F 02-587-9556

홈페이지주소 : www.daiduck.co.kr

이메일주소 : daiduck@daiduck.co.kr

카카오톡아이디 : 대덕휴비즈

인간중심의 경영, 파트너쉽, 조화
대덕휴비즈의 기업정신

대덕휴비즈는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고객에게 놀라운 경험과 감동을 통해

BEST SERVICE, GREAT INNOVATION을 제공하는 초일류 파트너쉽 선도기업이
되고자함을 브랜드의 큰 줄기로 삼았습니다



1994년

2003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덕기술산업(주) 설립

[2005년 (주)대덕휴비즈로 사명변경]

경비업, 위생관리용역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근로자파견허가 등

각종 면허 및 인허가 취득

KS Q9001 : 2000 / ISO9001 : 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현대모비스물류 최우수협력업체상 수상

상시근로자 수 월평군 1000명 달성

지식경제부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획득

지식경제부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장관 표창

대현설비산업인수 [당진현대제철소]

현대오일뱅크 최우수협력업체상 수상 [보안경비&환경위생 부문]

계열사 대성기술산업(주)설립

소독업 허가취득

HL그린파워 우수협력업체상 수상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면허취득 업무개시, 계열사 (주)인스펌 설립

신용등급 A0, 현금흐름 A,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갱신

상시근로자수 월평균 2000명 달성, ISO9001 : 2015 규격전환 인증심사 및 획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SO45001, 포스코건설 협력사평가 3년연속 1위

자본금 10억 증자

2021년 매출액 579억원 / 계열사포함 878억원2021년

사람과 직업을 연결하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주식회사 대덕휴비즈Ŕ









평일 주간 점검

평일 야간 점검

휴일 주간 점검

휴일 야간 점검

평일 조기 교육

본사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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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인력을 선발, 배치, 관리

현장중심의 인력관리 24/7system

대한민군 표준 OUTSOURCING 제공

축적된 OUTSOURCING 노하우를 통한 고객만족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

고객중심 경영체제 유지

고객감동을 창출하기 위한 ONLY ONE서비스 제공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재선발, 배치 및 체계적인 관리

365일 쉬지않고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

본사 웹사이트, 네이버카페, 카카오톡 운영

- 근로자 및 고객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 구축 및 노사문제 ZERO화

KS Q 9001:2015 / ISO 9001:2015 / ISO 45001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증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건설업등록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

경비업허가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영업신고증



humanity
harmony

+
heat

(주)대덕휴비즈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33-3 (서초동, 거암빌딩3층)

T 02-587-9555    F 02-587-9556    www.daidu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