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ESCOM이 추구하는 가치 

- 우리는 각 개인을 믿고 존중한다. 

- 우리는 높은 성취와 공헌을 위하여 전념한다. 

- 우리는 절대로 타협 없는 정직한 비즈니스를 추구한다. 

- 우리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팀웍을 통하여 달성한다. 

- 우리는 융통성과 창의성을 장려한다. 

 

* 우리가 목표로 하는 회사는 (vision) 

- 최상의 일과 창의성으로 전세계 누구나 알아주는 회사 

- 흥미롭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회사 

- 지금까지의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진취적인 회사 

- 어떤 이유에서 회사를 떠난 사람이라도 회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친구를 만

들었다고 말해 줄 수 있는 회사 

- 대학 캠퍼스 같이 서로 협조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웃음이 가득한 사내 정치라

곤 발붙일 곳이 없는 회사 

- 항상 내가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지 않으며 전화는 즉시 받고, 

세금계산서 및 송장에서 절대 오류가 없으며 아무리 작은 것도 잊지 않는 충실한 

회사 

- 우리를 흥분 시키며 배울 것도 많고 더욱 노력하게 만드는 함께 일 할 맛나는 고객

만을 상대하는 회사 

- 우리가 쓴 돈보다 (충분한 급여, 보상 및 장래를 위한 투자를 제외하고도) 항상 훨

씬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 회사 

- 성장 자체를 위한 성장보다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고객 베이스를 통하여 성장을 

꾀하는 회사 

 

* TESCOM의 사업목적 

- 이윤: 회사의 성장을 제공하고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원천. 

- 고객: 제품의 최고의 품질과 가치를 제공 함으로서 고객의 존경과 유대를 유지한다. 

- 분야: 우리의 기술과 고객 기반을 이용하여 우리의 공헌으로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성장의 기회를 주는 분야. 

- 성장: 우리의 이윤과 진실한 고객의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킬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어 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한 최대의 성장을 추구한다. 

- 사원: 개인노력의 결과인 회사의 성공 결실을 함께 나누고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직

장을 보장해 주며 안전하고 유쾌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개개인의 성과를 인정하며 

각 개인의 특성을 존중함으로서 직장 만족과 성취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 각 개인이 이니셔티브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확실한 목표와 

함께 큰 목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 시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국가 사회에 경제적, 지적, 사회적 재산으로 우리

의 의무를 충실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