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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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소개
기업정보

CI소개

업체명

㈜대용에스앤씨이

신용등급

사업자번호

140-81-46036

본사주소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76번길, 503호

B+

대표자

조

현금흐름

설립일

2010년 7월 27일

연락처

T. (031)262-4617

이메일

dysnc4040@naver.com

희

범

B

☞ 심벌마크
고층건물(건축), 도로(토목), 파이프(플랜트)를
이미지화 한 것으로 전체적인 모양은 안전관련 업체
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모를 형상화 함.

주요 경영현황
주요제품

경영정보

판매처(%)

☞ 社名풀이

안전감시단

종업원

87명

㈜효성중공업

30

대용(大龍) : 하늘로 승천하는 큰(大) 용(龍)을 의미

안전시설물

기업규모

소기업

㈜서브원

26

에스앤씨이 : Safety‘S’와 Construction‘C’를

안전용품

자본금

안전가설재

현금흐름

100백만 현대엔지니어링㈜
C+

기타

16
26

조합한 것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의미

Ⅰ. 회사소개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서(이크레더블)

Ⅰ. 회사소개
특허증(갱폼 일체식 낙하물방지망)

특허증(이동이 편리한 비계용 발판도어)

Ⅰ. 회사소개
본 사(용인시 수지구)

조직도

대표이사

사무실

관리팀

영업 1팀

안전교육장

영업 2팀

공 장(시흥시 정왕동)
경리/자재

안전감시단

안전시설물(공장)
(단위:명)

구 분

이사

관리팀

부장

차장

1

1

과장

사원

계

1

3

영업1팀

1

1

1

영업2팀

1

1

1

2

5

계

2

3

2

3

11

※ 대표이사 제외

1

3

공장내부 ①

공장내부 ②

Ⅰ. 회사소개
재무현황
총자산

(2018년 기준)

5.64억원

매출액

24.7 억원

부채총계

1.63 억원

영업이익

1.07 억원

자본총계

4.00 억원

유동비율

295.3 %

부채비율

40.7 %

차입의존도

0.0 %

임금지급
노무비.com 활용
ㆍ전체 인원의30.9%(25명), 전체 임금 지급액의
28.6%를 노무비.com을 통해 지급
계약이행보증 증권 발급
ㆍ대다수 현장 계약이행보증 증권 발급
임금체불 사례 없음

거래처별 매출 (2018년 기준)
8.00

효성중공업
서브원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납부현황

6.50

이마트

4.17

현대ENG

4.06
2018년 누계 기성

이랜드건설

1.88

기타

24.72억원

0.11
0

2

4

6

8

10
(억원)

(국 세)

(지방세)

(4대보험)

Ⅱ. 안전감시단 및 시설반
1. 본사 지원
인력 Pool System 운영

One-Stop 지원체계 구축

상시 채용 System을

계절별 피복, 무전기 및 개인보호구는 채용과 동시에

통하여 적합한 조건을

지급하는 One-Stop 지원 체계 구축

갖춘 인적자원을 지속
관리하여 적기적소에

숙소 운영에 따른 공과금 先지급 체계 구축

인력배치 완료

현장 운영관리 지원
현장 개설초기 본사 담당직원 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 Set-Up 지원

신규채용자 배치前 교육
안전관리 전문지식 및

현장별 담당 직원 배정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한 상세

지속적인 현장관리

내용 교육실시 후 배치
계절별 피복지원

Ⅱ. 안전감시단 및 시설반
2. 현장 운영계획
주요 업무내용

상세 업무내용

현장 안전보건관리 운영방침에 의거하여 쾌적하고

안전조회 지원업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ㆍ근로자 안전조회 참석 독려 및 지각자 관리

업무 지원

ㆍ업체별 안전조회 참석 인원파악

안전감시단 운영 Flow

작업전 안전관리
ㆍ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지원 및 건강상태 확인
ㆍ고소/화기작업 등 위험작업 파악 및 조치계획 확인
작업중 안전관리
ㆍ개인보호구 착용 및 활용상태 확인
ㆍ화기 작업장 불티비산 방지조치 상태 확인
ㆍ고소작업 상주 관리 및 상하 동시작업 여부 확인
ㆍ위험기계기구 및 분전반 점검 및 관리상태 확인
작업후 안전관리

안전순찰 Key Point

ㆍ안전시설물 해체구간 복구 여부확인

ㆍ안전SNS를 활용한 업무공유 및 지적내용 개선

ㆍ작업자 현장 잔류여부 및 정리정돈상태 확인

ㆍ안전기준 준수여부, 고의적/습관적 위반자 색출

Ⅱ. 안전감시단 및 시설반
2. 현장 운영계획
현장대리인 선임

조회 및 종료회의 실시

당사를 대신하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TBM시 팀장 주관 하에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업무분장

현장대리인은 현장 상주 인원 중

시공사(안전관리자) 지시사항 전달 및 지시사항에

팀장급을 선임하여 운영

대한 이행결과 공유
현장 주요 Event(내ㆍ외부 점검 및 행사)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

정례모임 운영
본사 주관 정례모임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고
최근 정보 및 지식 공유
(분기1회, 팀장급 대상)

Ⅱ. 안전감시단 및 시설반
2. 현장 운영계획

Ⅲ. 안전시설물 설치
1. 갱폼 일체식 낙하물방지망 (특허번호 제10-0817326호)
갱폼 하부 낙하물방지망의 반복적인 설치ㆍ해체에
따른 추락 위험감소
→ 최초 1회 설치로 갱폼 해체 시까지 존치
바람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
손상에 따른 보수 불필요
→ 강관파이프+W/R로 이중고정
갱폼 상부작업 또는 인양 시 발생
하는 낙하물 최단거리 차단
→ 최대 3.0m 이내
외벽과의 간격 최소화로 낙하물
원천 봉쇄

틈새 고무판 보강

→ 외벽 이격거리 1cm이내
20층 이상 구조물의 경우 설치
및 해체 비용 절감효과
→ F/N 4~5회 비용으로 설치
가능

E/V실 내부

Ⅲ. 안전시설물 설치
2. 1단 및 F/N 낙하물방지망
1단 낙하물방지망

F/N 낙하물방지망

최하단 안전망 자재 변경 및 개선(PP3600 데니아)

Cone-Type 고정철물 사용으로 존치기간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기준 준수

→ 창호 마감 이후시점까지 낙하물 방지망 존치 가능

※ KOSHA CODE(C-02-2001) 설치기준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 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물과 이격거리 3cm 미만

고정방법 및 규격 개선으로 암대에 의한 낙하물 튕김
현상 및 방지
→ 거푸집 Cone 구멍 활용(브라켓 사용지양)

CONE-TYPE
고정철물

→ 구조물과 밀착되어 틈새로 떨어지는 낙하물 차단
사다리형 구조, 설치각도 2~30도(1cm 안전방망)

Ⅲ. 안전시설물 설치
3. 수직안전망 및 수평안전방망
수직안전망

수평안전방망(추락방호망)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준수

추락방지망 구조(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 방망 나비 1,850mm이하

→ 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사로 구성

→ 가장자리는 두 겹으로 겹친 구조

→ 그물코 한 변의 길이는 10cm이하

→ 인장강도 1.500N 이상

→ 달기로프 길이는 2m이상

→ 연결고리 등 연결부 설치(끊어짐 등 변형방지)

→ 망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

→ 연결부 인장강도 1,000N 이상

사용(필요시 와이어로프 사용)
→ 지지점 인장력은 최소 6kN 이상

※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4에 의해 처벌됨

→ 3m이내마다 테두리로프와 달기로프로 결속

Ⅲ. 안전시설물 설치
4. 기타 안전시설물
안전통로(지상)

개구부덮개

안전통로(지하)

개구부덮개(개폐형)

Ⅲ. 안전시설물 설치
4. 기타 안전시설물
안전난간대(2단)

계단난간대

안전난간대(3단)

슬리브 단부난간대

Ⅲ. 안전시설물 설치
4. 기타 안전시설물
E/V안전난간대(1500)

E/V차폐망

E/V안전난간대(1800)

E/V추락방지망

Ⅲ. 안전시설물 설치
4. 기타 안전시설물
안전체험장

T/C낙하물방지망

동출입구 방호선반

개구부덮개

Ⅳ. 안전용품 및 안전자재
1. 이동이 편리한 비계용 발판 도어 (특허번호 제10-2018-1975147호)
일명「섶다리」해치발판

비계 상하 이동 시 팔과 손가락 등에 중경상 발생
→ 개폐형 발판을 후레임이 없는 구조로 제작하여
이동시 발생하는 중경상의 재해 방지

후레임과 개폐발판 사이에 손가락등 협착

※「섶다리」의 의미
우리 선조는 배가 다닐 수 없는 곳에 섶다리로 다리를 놓아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을 연결하는 소통의 역할을 하였다

조임강도에 따라 해치문 속도조절 가능(특허항목)
무게와 부피가 기존 제품의 50%로 사용이 용이함
사용용도에 따라 개폐방향 변경(특허항목)

Ⅳ. 안전용품 및 안전자재
2. 방진마스크
C650V(1급)

C460V(1급)

인증번호 : 12-AC2CT-0074

인증번호 : 11-AV2CT-0092

용 도

용 도

: 분진/미스트/흄

: 분진/미스트/흄

포장단위 : 120pcs /1CTN (10pcs/Box)

포장단위 : 240pcs /1CTN (10pcs/Box)

특징
ㆍ최고의 성능, 편안한 호흡
ㆍ얼굴 곡면 설계의 보형물(탁월한 밀착성과 착용감)
ㆍ향균, 속건, 냄새방지(고기능성 밀착포)
ㆍ걸고리형 머리끈(착탈간편, 길이조절)
ㆍ접이식(휴대간편)
ㆍ배기밸브 부착, 이산화탄소 감소에 도움을 줌
ㆍ초정전 복합필터를 사용하여 흄도 함께 막아줌

특 징
ㆍ배기밸브 부착
ㆍ걸고리형 머리끈(끈길이 조절가능)
ㆍ마스크 테두리 전체에 편물원형 밀착포 부착
ㆍ기밀성이 높고 수분흡수력이 높다(보송보송 함)
ㆍ외부 유해물질 완벽 차단
ㆍ3중 구조(표면부직포, 초정전 복합필터, 내부필터)

Ⅳ. 안전용품 및 안전자재
2. 방진마스크
C450V(1급)

180V(1급, 접이식)

인증번호 : 11-AV2CT-0045

인증번호 : 15-AV2CT-0005

용 도

용 도

: 분진/미스트/흄

: 분진/미스트/흄

포장단위 : 240pcs /1CTN (10pcs/Box)

포장단위 : 60pcs /1CTN

특 징
ㆍ초정전 복합필터 사용
ㆍ효율 및 흡배기 저항이 뛰어나게 우수함
ㆍ편안한 호흡감과 가벼움
ㆍ최대 시야확보
ㆍ일체형 접착으로 누설 근원차단
ㆍ스테이플 고정형 머리끈
ㆍ3중 구조(표면부직포, 초정전 복합필터, 내부 필터)

특징
ㆍ배기밸브 부착(호흡이 용이하고 C02배출 원활)
ㆍ보온 부직포(방한성 우수)
ㆍ비통기로 김서림 방지
ㆍ턱밑 2중 구조로 밀착성이 우수
ㆍ내장형 끈조절 기능(걸고이형)
ㆍ접이식 구조로 휴대 간편

Ⅳ. 안전용품 및 안전자재
3. 안전교육장 설치
고급형

표준형

대규모, 장기공사 현장

소규모, 단기공사 현장

40평이상(현장특성 및 수용인원 고려)

30평미만(현장특서 및 수용인원 고려)

마감재 차별화를 통한 고품격의 아늑한 공간제시

기능중심의 경제서 확보로 효율적인 공간제시

Ⅴ. 주요 고객사 및 실적

차별화된 서비스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귀사의 무재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에스앤아이 코퍼레이션

효성중공업

이마트

미래비엠

현대로템

동부건설

두산중공업

지에스네오텍

선원건설

호반 울타라건설

쌍용건설

대우파워

현대오일뱅크

이랜드건설

미원화학

선미인터내셔널

올림커뮤니케이션

우미건설

댜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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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전디자인그룹 삼성생명 목동지점 리모델링공사 안전관리 용역업무
두희S&D 남산 신라면세점 리모델링공사 안전관리 용역업무
우미건설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신축공사 안전감시단
다담SD 김포공항 신라면세점 리모델링공사 안전관리 용역업무
쌍용건설 아워홈 마곡 식품연구원 현장 안전용품 납품계약

2018년

19년도 이마트 안전관리용역 단가계약(60개 점포)

18년도 이마트 안전관리 용역업무 단가계약(120개 점포)

울산 미원화학 안전용품 납품계약

이랜드건설 대전 대덕비즈센터 신축현장 안전감시단

다담SD 제주 신라면세점 리모델링공사 안전관리 용역업무

효성 천안 두정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신축현장 안전감시단

대우파워 안전용품 납품계약(발전플랜트)

18년도 미래비엠 이마트 에너지합리화사업 안전관리 용역업무 단가계약

다전디자인그룹 삼성생명충주지점 안전관리 용역

선원건설 천보원 신축공사 안전시설물 설치

선미인터내셔널 파워드바이위 멀티캠퍼스현장 안전관리 용역업무

이랜드건설 대전 대덕비즈센터 신축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서브원 LGE창원1공장 선진화프로젝트 공사 안전감시단ㆍ시설반
이마트 태양광 시설물설치공사 안전관리 용역업무 단가계약(태양광공사)
서브원 대산 LG화학 R-PJT 플랜트현장 안전감시단ㆍ시설반(화공플랜트)

2017년
17년도 이마트 안전관리 용역업무 단가계약(90개 점포)
서브원 경기 광주 곤지암 시설변경공사 안전감시단
효성 의왕 백운밸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선원건설 송산리 근생 및 주택 신축공사 안전시설물 설치
효성 의왕 백운밸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단지)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소하리 17년 건물 구조보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오일뱅크 HDO 2017년 #2/HOU T/A 안전감시단(석유화학플랜트)
선원건설 송산리 연구소(순수원) 신축공사 안전시설물 설치
현대엔지니어링 동부서비스센터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울산 야음동 아파트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Ⅴ. 주요 고객사 및 실적
2017년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DGKR1703 소하리 2도장 투톤대응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광주 기아차 1공장 신상도공장 증축공사 안전감시단

서브원 엘에스케이플러스 용산오피스 신축공사 안전감시단ㆍ시설반

현대엔지니어링 서산 파워텍 4공장 증축공사 안전감시단

17년도 미래비엠 이마트 에너지합리화사업 안전관리 용역업무 단가계약

두산중공업 신보령 1,2호기 배연탈황 설비공사 안전감시단(발전플랜트)

선원건설 유수호스텔 신축 및 타워콘도 주차장 재건축 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아산 현대차 냉방설비 설치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남양 현대차 연구소 기숙사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2016년

효성 하남미사 LH아파트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시흥 은계B-2BL아파트 신축공사(3공구) 안전감시단

2015년도 미래비엠 전국 이마트매장 등교체 공사 안전관리 용역업무 단가계약

서브원 LG서울역빌딩 리모델링공사 안전감시단

대우건설 명동 플랜트현장 안전감시단

효성 광교 업무 복합시설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서산 테크노벨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오산 기아차 기술 연수원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당진 현대제철 연주공장 스카핑 토건 안전감시단(제철플랜트)

서브원 LIG넥스원 대전 테크밸리 신축공사 안전감시단ㆍ시설반

현대엔지니어링 당진 현대제철 2냉연 2CGL 증설 안전감시단(제철플랜트)

16년도 미래비엠 이마트 에너지합리화사업 안전관리 용역업무 단가계약

현대엔지니어링 광교 D3블럭 복합시설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효성 은평 신사 해링턴플레이스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당진 철강 물류센터 신축공사 안전감시단(제철플랜트)

효성 용인 수지구 성복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당진 A지구 추가 부두공사 안전감시단(부두공사)

효성 용인 기흥구 영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C열연 5 SPM ALC 제품장 증설공사 안전감시단(제철플랜트)

효성 하남 미사 오피스텔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서브원 아워홈 용인 지수원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2014년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 진건지구 B9블럭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서산 현대파텍스 금형보관장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통탄 시트연구센터 개선 및 확장공사 안전감시단

현대로템 신보령 석탄취급설비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세종시 1–1 생활권 아파트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두산중공업 신보령 1,2호기 탈황설비공사 안전감시단(발전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인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 특수강 신설공사 안전감시단(제철플랜트)

서브원 충남 대산 플랜트 현장 안전감시단(화공플랜트)

현대로템 현대제철 특수강 공동가대 설치공사 안전감시단

서브원 곤지암 시설변경공사현장 안전감시단ㆍ시설반

현대로템 현대제철 특수강 수처리 공사 환경관리자

현대엔지니어링 평촌 석유공사부지 오피스텔공사 안전감시단

현대로템 현대제철 특수강 수처리 공사 안전감시단

서브원 LG사이언스파크 안전감시단ㆍ시설반ㆍ리프트운전원

동부건설 김포 풍무 센트레빌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엔지니어링 마곡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선원건설 송산리 종교시설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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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1년

현대엠코 군산2차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남양 차량시험2동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위례 2차 엠코타운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남양 환경차 개발시험동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위례 1차 엠코타운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현대글로비스 울산KD센터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의왕 연구소 시험동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진주평거 엠코타운 더프라하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강서 기아서비스센터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남양 전자개발동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안양 석수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남양 제어연비동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남양-엔진변속기 1동 개축공사 안전감시

현대하이스코 당진 2냉연공장 건설공사 안전감시단(제철플랜트)

현대엠코 군포 케피코 전자제어 연구개발센터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파주데이터센터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남양 파워트레인 체육시설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카파엔진 20만공장 건설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남양 R&H 주행시험로 신설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마북 전장연구소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분당 정자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상도동 상도엠코타운 2차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2012년
현대엠코 남양 파워트레인환경 선행 연구동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의왕 연구소 증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서산 현대파워텍공장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6연속 자동변속기공장 개축공사 현장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김천에어백공장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누우+감마 20만 증설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남양 승차감 시험로 보완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남양 재료개발동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남양 성형연구동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소하리 프레스공장 합리화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충주HL 그린파워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세종시 1~3생활권 아파트 신축공사장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광주모듈공장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2010년
현대엠코 감마엔진 2공장 건설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사택내 숙소 재개발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김천 램프 2공장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선원건설 여수 오션리조트 호텔 신축공사(2차)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마북연수원 환경개선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소하리 수방대책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창원3공장 증축공사 안전감시단

2009년

현대엠코 서산프레스 시운전공장 증설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베스트 고양터미널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울산 6속자동변속기 20만공장 증설공사 안전감시단

현대엠코 울산 신천동 엠코타운 신축공사 안전감시단

Ⅵ. 우리의 다짐
건설현장 안전의 핵심은 인간존중입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인간존중의 첫걸음은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고
현장 안전관리의 동반자인 ㈜대용에스앤씨이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은
안전관계자 몇 명의 노력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용에스앤씨이 본사 및 현장 전 직원은
사고 없는 쾌적하고 즐거운 현장을 만들기 위해
귀 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