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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에스티는 1980년 창립 이후 혁신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고객 가치를 창출해 No.1 부동산 Developer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 도전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가치를 높이며 

성장하겠습니다. Grow up
대우에스티는 성장을 지속합니다.

축적된 경험과 우수한 역량으로 꿈을 현실로 바꿉니다. 



CEO 인사말

대우에스티는 구)푸르지오서비스와 2020년 8월 통합법인 출범을 시작으로 

부동산 Total Care Service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1980년부터 시작한 철구조물 제작 역량과 만 30년의 공동주택 관리 Know-how, 

2022년 4월 첫 수주를 시작으로 PC(Precast Concrete) 사업은 대우에스티를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건설 사업까지 수직 계열화로 완성시키는 뼈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대우에스티는 2021년 3월 ‘푸르지오 발라드’를 론칭하여 오피스텔에서 

중소형 주거주택까지 국내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발라드’는 일상 속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주거 문화를 집이라는 

장소로 국한하지 않고 생활까지 확대하여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 

입니다.

대우에스티는 조직 건전성 및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국내 최초로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업 인증’ 취득을 통해 조직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틀을 마련했으며, 3가지 인재상인 공정성, 생산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함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우에스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종합 부동산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대우에스티 대표이사

김 용 태 

“수직 계열화 구축을 통한 수익성 확대로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전 

변화에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사업 역량과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부동산 종합 서비스 산업의  VALUE UP 대우에스티가 앞장서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 전사 품질/서비스 역량 강화

〮 고객 만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 서비스/브랜드 인지도 확대

수직계열화 구축을 통한 수익성 확대
(2026년 매출 6,200억 / 영업이익 350억 달성)

사업 수행 역량 강화

〮 신성장 동력 로드맵 구축

〮  모회사 가치사슬 시너지 사업 개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개발

신성장 사업 발굴 / 추진

〮 시스템 기반 표준화 및 효율화

〮 내부 인재 육성 및 전문성 강화

〮 조직 건전성 및 기업 문화 개선

조직 경쟁력 확대

사업 모델

고부가가치화

변화 선도 경영

체계 확립

프로세스 개선 /

인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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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연혁

대우에스티의 시작 문막/진천공장 준공

1990-1980-

대우에스티는 국내에서 가장 손꼽히는 기술력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부동산 종합 서비스 산업을 선도합니다.

대우에스티 설립

2005-

2005 대우에스티 설립 

         (대우건설 철구사업소에서 분사)

2007 가설사업부 영업양수 

         (지오CTS에서 인수, 74억)

2012 (진천/문막공장)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OHSAS 18001,                   

         KOSHA 18001 인증 취득

통합법인 출범

2020-

2020 푸르지오서비스(주) 흡수 합병, 

        통합법인 (주)대우에스티 출현

        부동산 개발 사업 착수

        MRO 사업 착수

        전기차 충전 사업 착수

        감정 노동자 보호 우수기업 인증 획득         

        (민간기업 최초, 감정노동인증원)

        PC 사업 착수

1993 문막공장 준공

1996 진천공장 준공

푸르지오 발라드 론칭

2021-

2021 신사옥 이전 (종로플레이스)

         비전 2025 발표

         푸르지오 발라드 론칭

         AS 업무 분야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022 진천 PC공장 완공 및 생산 개시

조직현황

5실 2공장 21팀

주택건축사업실

주택건축사업팀

주택건축공사관리팀

마케팅팀

자산관리팀

대표이사

CFO

AS사업실

주택건축AS1팀

주택건축AS2팀

AS센터 전국 11개

Steel사업팀

모빌공간팀

Steel사업실

문막공장

Steel공사관리팀

Steel생산팀

Steel품질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우량한 신용도를 보유합니다.  

안전, 보건, 품질, 환경에 집중하며 다양한 환경 변화에 충분한 대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요자금의 자체 창출 능력이 우수하며 현금 흐름 또한 매우 안정적입니다. 

신용평가등급

A- A나이스디앤비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정보

과목 제17기 (2021년) 제16기 (2020년) 제15기 (2019년)

매출액 251,382,224,305 148,574,179,661            87,289,903,653 

매출총이익 15,354,763,484              7,567,465,998 3,903,459,280

영업이익 3,657,437,778                 786,097,908 507,481,819 

당기순이익              4,355,607,012 1,404,542,372              1,208,652,890 

  

영업실적 (단위: 원)

(단위: 원)

과목 제17기 (2021년) 제16기 (2020년) 제15기 (2019년)

유동자산 99,603,095,083 89,732,753,786 45,702,102,877

비유동자산 49,800,187,363 36,115,583,629 35,192,928,224

자산총계 149,403,282,446 125,848,337,415 80,895,031,101

유동부채 56,305,894,047 38,294,850,778 18,855,061,533

비유동부채 4,011,480,247 1,059,513,543 1,150,237,997

부채총계 60,317,374,294 39,354,364,321 20,005,299,530

자본금 23,700,000,000 23,700,000,000 23,700,000,000

자본잉여금 24,453,562,005 24,453,562,005 -

이익잉여금 41,296,411,116 38,364,546,263 37,189,731,571

자본총계 89,085,908,152 86,493,973,094 60,889,731,571

부채 및 자본총계 149,403,282,446 125,848,337,415 80,895,031,101

  

재무현황

MRO팀

PC사업팀

PC사업실

진천공장

PC원가관리팀

PC생산팀

PC품질팀

PC공사관리팀

경영관리실

안전·직무진단팀

경영기획팀

재경팀

인사팀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6 7



대우에스티는 가치를 높입니다.

사업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며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Value up 주택 개발 사업

대우에스티는 1인 가구 및 소가구 증가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거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 론칭한 ‘푸르지오 발라드’ 브랜드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과 주거 품격으로, 소규모 주택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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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푸르지오 발라드 내부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내부

Balade: [프랑스어]산책, 산보, 소풍, 유람(=promenade) 

삶의 여유로움을 산책의 이미지로 새롭게 표현.

길을 거닐 듯 일상 속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전달.  

부드러운 발라드처럼 걷고 즐기는 공간 콘셉트를 전달.

거닐면서 느끼는 일상 속 행복 푸르지오 발라드.

수원영통 행복주택 가평청사 복합행복주택

양평공흥 행복주택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개포동 도시형 생활주택 불광동 민간임대주택

대우에스티는 대우건설의 축적된 경험과 대우에스티만의 특화된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합니다. 고객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축 공사

가평청사

(42세대)

수원영통

(100세대)

개포동

(90세대)

불광동

(143세대)

수원광교

(152세대)

양평공흥

(28세대)

연면적 10,035m²
지하2층 - 지상12층

연면적 18,257m²
지하3층 - 지상17층

연면적 12,020m²
지하2층 - 지상7층

연면적 5,315m²
지하1층 - 지상5층

연면적 10,268m²
지하2층 - 지상12층

연면적 2,636m²
지하1층 - 지상5층

Performance

PRUGIO BALADE Performance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10 11



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

부동산 운영 관리 사업

대우에스티는 20여 년 동안 부동산을 관리해오며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으로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분양부터 임대, 건물 관리와 더불어 A/S까지 고객의 Needs에 

맞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수익 상품(오피스텔, 상가, 오피스)의 운영 Know-how를 통해

급변하는 분양 시장에서 성공적인 분양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으로 고객 자산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분양대행

거제센트럴 푸르지오 100세대 D+3개월 임대분양 완료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일반분양 592세대 D+1개월 분양 완료

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1,445세대 

D+1개월 임대분양 완료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일반분양 819세대 D+1개월 분양 완료

거제센트럴 푸르지오 99세대 판매대행 진행 중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
공공지원 민간임대 285세대

임대분양 진행 중

거제센트럴 푸르지오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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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임대 운영으로

고객의 수익안정성을 도모하고, 고객 지향의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임대 사업 (Property Management)

인천검단 AA31BL 평택고덕 A-56BL

건물 수입

안정화 및 최대화

건물 자산 수익

극대화
운영 관리(재무)

실적 관리 (미납, 

연체, 공실 관리) 

계약 유지 관리 

(재계약, 변경계약) 

우량 임차 고객 유치 

및 계약 체결 

마케팅 전략 수립

임차 유치 활동

시장 조사 및 

임대 물건 분석

임대 관리 서비스

Option Services

주거 공간에 대한 플러스 옵션을 판매하고 유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주거 편의를 향상합니다. 

옵션 사업

빌트인 가전
안전방범

방충망

태양열

차단필름
친환경도료

전열교환기

필터 관리

홈케어패키지

(줄눈/나노코팅/

탄성코트)

최상의 경험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높입니다. 

건물 관리 (Facility Management)

골프장 관리

춘천 파가니카C.C

인천 드림파크C.C 사이판 라오라오베이C.C

과천 푸르지오써밋

시설, 보안, 주차, 환경, 미화 관리 등을 철저히 진행해 건물 가치를 높입니다. 

* 관리 대상 : 공동주택 / 주상복합 / 오피스텔 / 오피스 / 대형쇼핑몰 / 호텔 / 골프장 

송도 IBS타워

시설 관리

체계적인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설 예방 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합니다.

품질 관리

골프장 내 환경과 식음업장의 위생 등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보안 및 주차 관리

첨단 전자 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고객의 자산을 지킵니다. 

서비스 관리

매뉴얼과 직원 교육을 통해 

상황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환경 및 미화 관리

고객 및 건물의 특성을 분석해 체계적인 

매뉴얼을 수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안전 관리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와

충실한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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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하자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11개 A/S센터,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S 사업

Business Performance

하남 감일 아클라우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PROMISE
약속 준수

대우에스티는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하여 

약속한 날짜에 하자 처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BS/AS
하자 처리율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전문요원이 내집과 같은 마음으로 

하자 처리에 임합니다.

QUICK
신속 처리

하자 발생 시 전국 11개의 

A/S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우에스티만의 

자부심입니다.

COMPLAINT 0%
고객 불만율 제로

A/S처리 후 해피콜 및 모바일을 

통하여 불편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A/S Network |  전국 11개 지역에 지역센터를 마련하여 스마트네트워크를 구축, 최적의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업 목표

1.  MOT센터 입주지정기간 하자처리 전문조직

2.  서울남부센터 52PJ / 36,653세대

3.  서울서부센터 7PJ / 6,322세대

4.  서울북부센터 36PJ / 32,074세대

5.  경기동부센터 52PJ / 33,814세대

6.  경기서부센터 32PJ / 30,653세대

7.  경기남부센터 43PJ / 40,918세대

8.  경기중부센터 16PJ / 15,531세대

9.  중부센터 45PJ / 32,929세대

10.  대구센터 27PJ / 20,337세대

11.  부산센터 29PJ / 19,859세대

12
4

78
6 53

9

10

11

년도
누적
관리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현장수 19 22 35 46 28 30 34 40 27 15 14 24 22 29 43 34

세대수 47만세대 25,589 18,250 24,513 41,097 19,233 25,173 22,677 24,478 13,431 11,006 10,034 16,467 15,740 16,815 18,984 20,425

인천 송도4교(강교)

서울마곡중앙공원(특수구조물 철골)

주요 실적

STEEL 사업

지난 40년간 철강구조물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의 기술력으로 고객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국내 최초 3주탑 사장교), 서울복합화력 발전소(국내 최초 지하 플랜트), 

울산 S-OIL 정유복합시설(국내 최대 규모 플랜트), 용산호텔(국내 최고 중량&최장 거리 

스카이브릿지) 등은 대우에스티의 역량을 상징합니다. 

산중동역푸르지오시티(건축 철골)

부산 거가대교(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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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철골을 직접 생산하고 시공합니다. SPS 공법이나 리프트 공법 등으로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강구조 관련 축적된 경험과 첨단의 기술력으로 다수의 강교 사업 수행 및 인도 뭄바이 해상교량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량 확장을 위하여 PC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철골 사업

강교 사업

건축 철골

건축의 뼈대를 만드는 건축 철골을 생산하고 시공합니다.

플랜트 철골

종합 철골 시공 능력을 필요로 하는 플랜트 철골을 생산하고 시공합니다.

특수구조물 철골

일반 철골 대비 전문적/복합적인 제작성이 요구되는 특수구조물 철골을 생산하고 시공합니다.

Business Domain

여주 가남물류센터2공구(건축 철골) 서울 복합1,2호기 토건공사(플랜트 철골) 대구 야구장건립공사(특수구조물 철골)

울산 S-OIL(플랜트 철골)

용산호텔 신축공사(특수구조물 철골)

건축 철골과 플랜트 철골 제작을 위한 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함께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막공장

Performance

인천 국제공항 여객터미널(건축 철골)

리비아 복합화력발전소(플랜트 철골)

미8군 수송차량 정비시설(건축 철골) 

모로코SAFI 복합화력발전소(플랜트 철골)

제주 국제컨벤션센터(건축 철골) 

남제주 복합화력발전소(플랜트 철골)

위치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108
생산능력 30,000톤/년

생산품목 건축 & 플랜트 철골 제작 설치

건축면적 65,911m² (20,000평) 

보유인증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서(건축1급)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ISO 9001 및 ISO 14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KOSHA 18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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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물과 울타리, 정화조, 리모델링, 부대공사 등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가설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 확장을 위한 인테리어, 소형건축물, 보행자 안전통로, 가림막휀스 그래픽 등 가설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빌 사업

가설울타리 방음판(강화플라스틱, Steel) / EGI Fence, Folding-Door
가설사무실 Pre-Fab, 횡판넬(Rib-Panel) / 컨테이너, 정화조, 부대공사, 리모델링 등

Business

Strengths

고객 특화 서비스  제공

〮  One-Stop Service 제공                    

(설계, 공사, 유지) 

〮  MZ세대 맞춤 가설건축물                   

특화 설계(인테리어, 비품)

〮  대화창구 일원화로 고객만족 실현

〮  준공 전 사전 점검 실시(Before Service)

공사기간 LOSS 최소화 원가 절감

〮 모빌 공사 Total Solution 확보

〮 현장 직원 본 공사 수행 집중

〮  다년간 Know-how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착공 전 대관 업무 지원

〮 공사기간 및 납기 준수

체계적 운영 SYSTEM

〮  Project에 최적화된 맞춤형 네트워크

〮 체계적인 공정, 품질 관리

〮 기술적 Needs 충족

〮 표준화 System 적용

세종안성건설사업단

Service

Performance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가설사무실 (Container)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1단지 가설사무실 인테리어

베르몬트로광명 가설사무실 (Pre-Fab)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가설방음벽

평촌엘프라우드 가설사무실 인테리어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가설사무실 (Rib-Panel)

KT&G 수원대유평지구 가설방음벽

안양역푸르지오더샵 안전교육장  인테리어

서부내륙고속도로6공구 가설사무실 (Rib-Panel)

Draft Plan &
Engineering 모빌 시공

임대 및

구매대행
부대 공사 행정 업무 인테리어

가설공사를 위한 

전문화된 설계 및 

기술을 지원합니다. 

가설건축물, 울타리, 

컨테이너, 정화조 등  

본 공사 준비를 위한  

가설물을 시공합니다.

고객 요건을  반영한 

비품, 시설물 등을 

구매 및 임대합니다.

토목, 조경, 포장 등 

고객 Needs에 맞는 

시공을 약속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배수설비 신고 등 

현장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안전교육장, 카페, 회의실 

등 가설건축물 내부 Design 

및 시공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pansion Business

볼보코리아 화성 봉담 자동차 관련 시설 세종안성간고속도로사업단 스포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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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사업

급변하는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PC 사업을 진행합니다. 

정확한 통찰과 과감한 투자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PC 공법은 대표적인 탈현장 건설 기술로써, 높은 수준의 품질 실현과 현장 공사 기간 단축, 장스팬-대공간 구현으로 공간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현장의 공사 소음, 비산먼지 및 탄소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공법입니다. 기후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시설인 

제조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 아래 제작하며 돌관공사 및 동절기와 같이 환경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높은 경쟁력을 가집니다.

Precast Concrete 공법

환경친화적인 공법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서 

조립되는 PC 공법은 비산먼지 

및 작업 부산물 등의 발생량이 

현저하게 감소

공사 기간 단축

고품질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시공하므로 공정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가설재 등 설치 보조 

장비가 최소화되어 공기를 단축

품질 및 내구성 향상

일정한 온도 및 작업 환경을 갖춘 

공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과 온열 및 

증기 양생이 이루어지는 제품은 

품질과 내구성이 뛰어남

재해 발생 최소화

현장 투입 인력 및 가설재의 

감소로 관리가 용이 

품질 확보와 정밀 시공으로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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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Multi Inverted Ribbed Slab 양생덮개 M/C

PC Column Slipformer

Hollow Core Slab MIR 조립

PC Girder Bed Master

ETC. HCS 조립

PC Ramp Sawing M/C

대우에스티의 진천공장이 PC 전문 생산공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최적화, 첨단 기술이 집약된 PC 생산 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합니다. ‘최우선 안전’을 실천하여, 고객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천공장

공장준공 2022년 3월

위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삼로 289
생산능력 85,000 m³ (년) / 300 m³ (일)

대지개요 144,015.00 m² (43,564.54평)

건축면적 21,472.47 m² (6,495.42평)

대우에스티의 PC슬래브는 선진 자동화 생산라인에서 생산됩니다. 폭 2.4m, 길이 180m 롱라인 베드로 구성된 

실내 생산 라인에서 자동 성형기기 및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일일 150m³의 고품질 PC슬래브를 생산합니다.

PC슬래브 자동 생산 시설

고품질

〮  자동화 생산라인을 통한 

생산성 및 고품질 확보

〮  고강도+프리스트레스로 

균열 및 처짐 억제

경제성

〮  자동 성형 라인으로 인한 

생산 인력 감소

〮  기계화 생산으로 원가 절감

시공 성능

〮  부재 인양고리 대신 전용 

조립장비로 시공성 극대화

〮  정밀 시공에 의한 안정성 

확보

개방감

〮  Flat Slab 형태로 층고 절감 

효과

〮  뛰어난 개방감으로 후속공정 

작업에 유리

주요 생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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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와 구매전문성을 기반으로 특화된 MRO를 제공합니다.

총무용품 및 안전용품과 건설 원자재부터 잡자재까지 현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 대행을 진행합니다.

건설 분야 MRO No.1 Provider

구매 투명성

제고

MRO전문 기업을 통한

구매 투명성 제고

MRO Business

Main Item

업체 평가 기준 강화

선진 프로세스 구축 및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개선

구매 프로세스 간소화

비핵심 업무의 감소 및

전략적 업무 집중 강화

업무

효율화

유휴 인력 고부가가치

업무재배치

인력 선순환

배치

고객사

검수

계산서 승인

MRO 시스템 구축 및 운영

ST Mall

품목 검색

주문(PC생성/접수)

상품출하

입고등록

계산서 발행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고객 시스템 현황 분석

〮  고객사 특화된 시스템 Customizing 

서비스

  - 품목 검색/구매/정산 용이하도록 개선

 - 신규 품목 견적 의뢰

〮  구매 실적 실시간 다운로드 가능

〮  전자 결제 기능

〮  통계 화면, 시안Mall 등 부가 기능

〮  안전 용품 〮  총무 용품 〮  잡자재 〮  안전체험관〮  원자재

시스템 유지 및 보수

〮  시스템 오류 현황 모니터링

〮  시스템 오류/장애 복구 대응

MRO 사업

소모성 자재의 구매/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합니다. 건설 원자재에서

일반 품목까지 다양한 MRO 품목 거래로 기업 경영효율화에 일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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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에스티는 미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안전·품질·환경·윤리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킵니다.

Build up 지속가능경영

대우에스티는 최우선 안전경영과 전 사업장의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임직원의 자율준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

품질경영

위험성평가인증 우수사업장 인정 

(진천공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문막/진천공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 

(문막/진천공장)

위험성평가인증 우수사업장 인정 

(문막공장)

최우선 안전경영 중심의 인명 존중 실현

〮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 강화

〮 기술 안전 점검을 통한 중장비 사고 ZERO화

〮  자발적으로 실천, 선도하는 자율 안전 문화 정착

경영 방침

경영 목표

고객의 요구를 만족하는 최적의 품질 실현

·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으로 ISO관리 체계 구축

· 제작자 실명제를 통한 책임 생산 실천

· 지속적인 역량 강화 실천

· 철저한 품질 점검 및 보증 활동 수행

품질 방침

경영 목표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AS업무분야)

건축1급 공장인증서

교량1급 공장인증서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문막/진천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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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및 기업 활동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이 올바른 행동 양식과 가치 판단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우에스티는 업무의 전 과정에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등 직원 인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

나눔 활동

〮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  TWO+GATHER
〮 희망의 집 고치기

환경 개선

〮 환경정화 활동

〮  복지시설 개/보수 공사

〮  기부 바자회

〮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헌혈

〮  헌혈 캠페인

〮  헌혈증 기부

세이브 더 칠드런 /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헌혈증후원증서_한국소아암재단

아름다운 가게 / 희망의 의류 나눔

Value up Together with Compliance
대우에스티는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시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객과 회사의 가치를 키웁니다.

윤리경영 방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대우에스티는 사랑과 실천으로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이웃과 함께 여러 분야의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개선, 

재능 기부, 소외 계층과의 나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

컴플라이언스 주관팀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컴플라이언스 총괄책임자

컴플라이언스 협의회

CEO, 임원
지속가능경영, ESG 등 중요 사항 심의

CP 총괄책임자

CP 총괄 운영 관리

컴플라이언스 주관팀 담당

전사 CP 활동 총괄

팀/현장 임명

팀/현장 CP 활동

컴플라이언스 총괄책임자

컴플라이언스 리더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구체적 CP 활동 협의

컴플라이언스 리더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TWO+GATHER 캠페인_동방사회복지회

윤리경영

환경경영

· ISO 14001 인증 및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환경 예방 개선 활동 추진

· 환경 관련 법규 준수

· 환경 목표 달성

· 환경법규 준수

· 지속적인 환경 개선

· 자원의 에너지화 및 재활용

환경 방침

경영 목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문막/진천공장)

주주/

투자자

국가/

지역사회

경쟁사/

협력회사

고객

임직원

주요 이해관계자

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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