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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임베디드 솔루션 기업을 넘어

인텔리전트 융합 솔루션 전문 기업을 향합니다!

한컴MDS



한컴MDS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 임베디드 산업을 리딩해 온 회사로서

전문적인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폭넓은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의 솔루션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텔리전트 융합 시대에 발맞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컴MDS는 고객 가치 혁신 및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모든 고객에게 차별화되고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매출액

1,590 억원
2018년 연결기준

총 자산

1,644 억원
2018년 연결기준

기술 인력 비중

80%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 인력 보유

한컴MDS 아카데미 만족도

96%
IT융합 전문 교육센터 한컴MDS 아카데미의

교육/강사/시설 만족도

영업이익

99 억원
2018년 연결기준

신용등급

A+

2019년 기준

고객사

1,500 개
전 산업분야에 폭넓은 고객층 확보

인재 양성 (연간)

15,000 명
실무 중심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임베디드 및 IT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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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2003

해외 시장 진출
(싱가포르, 인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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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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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올해의 파트너상 수상

자동차 시장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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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선정
아태지역
마케팅 및 기술부문
최고 파트너상 수상

지식경제부
WBS(World Best Software)
과제 참여기관 선정

NEOS™ RTOS,
아시아 최초 POSIX
국제 표준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인증 획득

2013

국방/항공 컴퓨터
HW 시장 진출

한컴MDS 아카데미
판교 교육센터 개원

미래부
‘SW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2007

지식경제부 
SW플래그십 
항공기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과제 참여

2008

NEOS™ RTOS
국제 항공표준 
(DO-178B Level B) 획득

2009

NEOS™ RTOS
국제 항공표준 
(DO-178B Level A) 획득

IBM 파트너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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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plunk 빅데이터
시장 진출

매출액
1,000억원 달성
(연결기준) 

한글과컴퓨터
그룹사 편입 

2015

NEOS™RTOS, 
FA-50 시제 항공기에 
탑재하여 비행시험 성공 

IoT 시장 진출 

Microsoft Azure 기반
클라우드 사업 진출

2016

IoT사업 강화를 위한
무선통신 기술업체 인수 

실시간 영상/음성 무전솔루션 
신사업 진출

엔비디아 머신러닝 솔루션 파트너

2017

NeoIDM,
OMA 국제표준 상호운용성 테스트
클라이언트/서버부문 최우수 평가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한
지능형 로봇 업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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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회사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주요사업

코스닥 상장

직원수

최대주주

홈페이지

소재지

㈜한컴MDS

장명섭

1994년 3월

임베디드 및 IT 융합 솔루션

임베디드/IT 교육 서비스

2006년 9월

400명 (본사 320명)

㈜한글과컴퓨터

www.hancommds.com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2019

IoT 기반 공유 모빌리티 
업체 인수



한컴MDS는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사업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토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컴MDS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 정보통신기술(ICT)그룹인 한글과컴퓨터그룹의 소속회사로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한글과컴퓨터그룹 소개

금융/공공

로봇

에너지

의료
반도체스마트폰

산업용기기 

디지털/가전

국방/항공

 자동차

핵심 요소기술 제공
●       임베디드 OS, RTOS
●       자동차, 국방/항공 SW
●       SBC, 무선 통신 모듈/모뎀

SW 개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설계, 시험 및 검증 솔루션
●       개발 도구 :  디버거, 컴파일러 등
●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 관리

엔지니어링 서비스 
●       IT 융합 전문 교육
●       MBD, 기능 안전 컨설팅
●       SW 개발 및 검증 엔지니어링 서비스

4차 산업혁명 Enabler
●       IoT 플랫폼
●       머신러닝, 빅데이터 플랫폼
●       인공지능 로봇
●       SW 보안 솔루션

SW 개발도구
임베디드
솔루션

임베디드
교육 & 서비스IoT / AI / 보안

한글과컴퓨터

시가총액
7,000억 원

총 매출액
5,000억 원

임직원
1,700여 명

오피스

AI(음성인식)

한컴MDS

임베디드 SW

IoT

한컴위드

보안

블록체인

한컴GMD

포렌식

VR/AR



>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전 세계 산업 표준 디버거/컴파일러

> SW 개발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SW 개발 관리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

> SW 품질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테스팅 솔루션

> Safety-critical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Timing 설계 및 분석 솔루션

> MBD(Model Based Development) 기반 ECU 개발 및 검증 솔루션

> 스마트카 구현의 핵심 기술 자율주행/ADAS 솔루션

SW 개발도구

요구사항 관리

설계

구현

단위/통합시험

시스템 시험프로세스 관리

V-Cycle기반 개발 단계별 솔루션 완벽 구축 
컨설팅, 교육, 개발도구, 테스팅,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유지보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양한 산업용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솔루션을 산업용 장비, ATM/POS, 국방, 의료기기 시장 등에 공급

국내 최초 상용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 SW 국산화에 기여

임베디드 솔루션

 국산 시스템 SW 
> 국내 최초의 항공용 실시간 운영체제(RTOS) NEOS 

   - 아시아 최초 국제 항공 SW 표준 DO-178B Level A 인증 획득 

   - 국산 FA-50 전투기 임무컴퓨터 적용하여 비행시험 성공 

> 데이터 중심의 실시간 통신을 위한 DDS 미들웨어 개발 기술

   - OMG DDS 규격을 준수하는 표준 개발지원도구 확보

   - DDS 응용 개발 전 단계를 지원하는 개발환경 확보

Windows IoT OS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임베디드 아시아 No.1 파트너

> 입증된 성능 및 안정성을 갖춘 운영체제

산업자동화 솔루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OPC 개발 툴킷, OPC 서버 atvise  SCADA/Portal/SDKCOM, Mini-ITX, Industrial PC

임베디드 보드 & 모듈 OPC/OPU UA 솔루션 HMI & SCADA 솔루션

 실시간 영상/음성 무전 솔루션

> 폐쇄 및 상용망을 활용한 IP-PTT(Push to Talk) 시스템

> 국방, 철도, 지자체, 국가 시범사업, 병원 등 다양한 산업의 레퍼런스 보유

SoC 솔루션

> Qualcomm ‘APQ’ 시리즈

  - 산업용 PDA, IoT, Robot, Automotive, Drone 등 임베디드 제품 개발

  - 고성능, 저전력의 SoC (System On Chip)

> 전 세계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 1위 FLIR

>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한 온도 데이터와 열전도 현상 측정, 모니터링, 분석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ICBM 및 보안 솔루션 제공
센서 및 필드 디바이스에서부터 게이트웨이,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End-To-End 솔루션 보유

IoT / AI / 보안

국내 최초/최대 IT융합 전문 교육센터 한컴MDS 아카데미

> 기초 교육에서 실무, 심화 교육까지 160여 개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

> 연간 15,000여 명의 임베디드 전문 인재 양성

> 1인 1실습 NCS전용장비를 통한 실무 중심의 교육환경 제공

> 다양한 교육 과정 콘텐츠 및 설계 노하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교육 컨설팅 제공

임베디드 교육 & 서비스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과 고객 맞춤형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Cloud

IoT & AI
> Value chain 기반의 산업용 IoT 솔루션

> IoT Device Management Platform

Cloud
> 마이크로소프트 CSP(Cloud Solution Provider)

> 업무 효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보안
> 보안 취약점 점검

> SW 보안 솔루션

> 암호화 키 및 인증 관리 솔루션

빅데이터/머신러닝
>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

> 머신러닝 솔루션

> 비전 인식 기술 기반의 AI 솔루션

>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폼> NVIDIA AI 플랫폼

국제 표준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SW 엔지니어링 서비스

> SW의 경쟁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최상의 Verification 및 Validation 서비스 제공

> 수년간의 컨설팅 노하우와 기술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세계적으로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여 SW개발의 생산성 향상 

SW  엔지니어링 서비스

AUTOSAR & MBD 엔지니어링 서비스

ISO 26262 지원 컨설팅

타이밍 분석 엔지니어링 서비스

국방/항공 인증 컨설팅

보안 테스팅 서비스

> 연간 총 교육 시간 : 13,000시간 이상 

> 개설 과정 차수 : 700차수 

> 교육 환경 : 700여 세트 실습장비 / 14개 강의실 / 364석 이상 

> 평균 교육/강사/시설 만족도 : 96% SecurityAI Automotive Big Data IoT 임베디드 SW 프로그래밍 HW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 센터



한컴MDS는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시장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성장을 위한 신규 솔루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 경쟁력

개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통합 솔루션 보유 기술 기반의 교육,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최신 시장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신규 솔루션 확보

SW개발 전 과정 지원

시스템 구현을 위한 요소 기술 공급

프로세스 관리요구사항
관리

설계

시스템OS 미들웨어 HW

단위/통합
시험

구현

시스템
시험

IoT

> IoT 통신 모듈

> IoT 플랫폼 :

    Industrial IoT 플랫폼

    IoT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 

> 전문 지식과 다수의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기술 인력 보유

> 국제 표준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율주행

>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발 솔루션

> V2X(Vehicle to Everything) 솔루션

>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사회안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재 감시 및

    시설물 관리

> 소방장비 스마트화 :

    IoT 웨어러블, VR, PTT 기술 융합

AI

> 로봇 : 지능형 서비스, 교육, 물류 

> AI 서비스를 위한 HW 플랫폼 :

    NVIDIA, 퀄컴 파트너

> Vision AI 솔루션 :

    SenseTime 파트너



다양한 산업군의 1,500여 개 고객사에 최적의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글로벌 임베디드 및 IT기업과 견고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주요고객

자동차

디지털가전/기기

국방/항공

산업자동화

의료

반도체

에너지

공공/연구기관

SW 개발도구

SW 품질 
향상 솔루션

임베디드 
SW & HW

IoT / 빅데이터
/보안



사회공헌 주요 수상내역
한컴MDS는 어려운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및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내카페 수익금 전액을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 미래창조과학부

2016.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대한상공회의소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5. 한국SW산업협회, 연세대 지식정보화연구센터, 
전자신문사, 미래창조과학부

2016.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3. 한국공학한림원, 산업통상자원부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1. Microsoft

2014. 산업통상자원부,디지털타임스, NIPA, ETRI, 
KEA, 벤처기업협회

제3회 대한민국 SW제품 품질대상
2016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

 '국방부 장관상' 수상

신SW상품대상 2월 임베디드 SW 부문 수상

(NeoIDM)

제13회 자동차의 날 유공자 포상

- 대통령상 수상

2016년 대한민국 ICT 이노베이션 대상

- 미래부 장관상 수상

제14회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 시상식

- 대상 수상

제12회 IT융합기업인상

2020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미래 100대 기술과 주역(NEOS RTOS)

제19회 SW산업인의 날 기념식

SW산업발전 유공 – 동탑산업훈장

마이크로소프트 선정 최고 파트너상 및

기술부문 최고상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활동

2009년부터 매년 5월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2012년부터 매년 12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2011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4~2008년



M&A를 통해서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국내에서 성공한 사업을 해외로 이식하는 전략으로 사업 영역을 해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및 해외 지사 비전 2020
한컴MDS는 국내 1위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 기업을 넘어 인텔리전트 융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고도화

글로벌 진출

사업영역 확대

ㆍ기존 사업 고도화로 부가가치 창출
ㆍ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서비스 확대

ㆍIT 시장으로 사업외연 확대
   및 시너지 창출

ㆍ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ㆍ글로벌 최고 기업과의 협업으로
    세계 시장 개척

인텔리전트 융합 솔루션 전문 기업

자회사

한컴텔라딘

IoT/LTE 통신 모듈 개발

한컴로보틱스

지능형 로봇 개발

해외 지사

싱가폴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한컴모빌리티

IoT 센서 기반 주차 공유 플랫폼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