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_ 주식회사 삼우통상
QR코드를 찍으면 구조안전진단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eng.35com.com

□ 교육시설

□ 빌딩/상가

□ 지식산업센터

□ 아파트/주상복합

□ 공공기관

□ 문화재

□ 공장

□ 문화/레져시설

테즈 시설물안전진단은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TESD

TOTAL ENGINEERING SOLUTION OF DEMAND

(주)삼우통상 테즈시설물안전진단
TEL _1644-6403 / 032)235-0077
Fax_ 032)867-8083

TESD

테즈시설물안전진단
TOTAL ENGINEERING SOLUTION OF DEMAND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IT솔루션 전문기술진
신뢰와 책임감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을 선도하는 전문기업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 공대 강의동 신축공사 교육시설법 안전성평가
●서울대 주차장 신축공사 교육시설법 안전성평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관련 시설

●[교육시설법 제13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교육시설법 제19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시
교내

교육시설물 건축공사 / 학교승인 / 건축허가 대상

교외

교육시설물 4미터 이내 건설공사 대상
교육시설물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 범위 내 건설공사 대상

서울 송원 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43길 9
■

교육시설법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서울 목운 중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04
■

교육시설법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서울 문현 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15
■

교육시설법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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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물 안전점검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지식산업센터
●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안전법

제1종
시설물

공동주택 외 건축물
·21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제2종
시설물

·공동주택 외 건축물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지정된 건축물

·위락시설/관관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의료시설
·교육시설 / 장례시설 / 운수시설 등

●[시설물안전법 제 11조] 정기안전점검
시 행

반기 1회 이상 / 연2회 실시(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

●[시설물안전법 제 12조] 정밀안전진단
시 행

제1종 시설물 / 5년에 1회

●[시설물안전법 제 13조] 긴급안전점검
시 행

논현테라폴리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상가 / 빌딩 / 호텔
●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진단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 / 관리주체 필요 / 관계기관장의 요청

건축물 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정기점검의 대상
다중이용업

반기 1회 이상 / 연2회 실시(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

다중 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면적분류) 등

준 다중 이용 건축물

의료시설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면적분류)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 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

정부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TESD 테즈 시설물 안전진단

TOTAL ENGINEERING SOLUTION OF DEMAND

www.35com.com

Since 1988

주식회사 삼우통상

시설물 안전법

안녕하십니까?테즈는 주식회사 삼우통상의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시안법 제28조]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 축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지하상가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보유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마우나리조트 붕괴, 화재 등의 많은 인재사고와 태풍, 지진,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설안전 기술사
·안전관리분야 특급기술인

그렇기 때문에 당사는 Total Engineering Solution of Demand의 기조에 맞춰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중인

·건설안전분야 특급기술인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고도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별 최고의 기술진이

·건축분야 특급기술인

모여있습니다.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전기분야 특급기술인

테즈는 고객과의 신뢰성, 신속성, 정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자
·건축구조 기술인

CEO 황 영 수
테즈 시설물안전진단기관 임직원 일동

·건축시공 기술인
·건설안전 기술인
·소방기술 감리자
·산업안전관리기사
·토목지질분야 기술인
·토목품질관리분야 기술인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1988~

2000 ~

삼우통상 상호설립
주식회사 삼우통상 법인설립
삼우도시시설관리(주) 법인설립

2010 ~

KSA 9002 :1988 / ISO 9002 :1984
KSA 14001:1988 / ISO 14001 :1984
학교 종합관리 BTL 사업 수주

인천비스니스센터 수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수주
국군 수도병원 수주
제주경마공원 수주
대전도시철도공사 수주

2017 ~ 2021
2018 평창올림픽 IBC센터 수주
인천로봇랜드파크 수주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수주
서울대 교육시설법 안전성평가

IT솔루션 전문기술진
테즈의 전문기술진은 분야별 점검 및 진단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IT솔루션을 융합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진단기관 _ 주식회사 삼우통상
테즈 시설물 안전진단은 정부공인 등록 및 인증업체입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_ 출동 및 관리 서비스
테즈 시설물 안전진단은 최고의 전문기술진과 장비로 전국 어디든지 출동하겠습니다.

TRUST

QUICKNESS

ACCURATE

고객과의 신뢰성

시설 진단에 대한 신속성

정밀진단을 통한 정확성

정부 공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TESD 테즈 시설물 안전진단

TOTAL ENGINEERING SOLUTION OF DEMAND

www.35c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