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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회 사 명 : 주식회사 게스 

 대표이사 : 하 창 수 

 회사설립일 : 2018. 12. 18 

 사업개시일 : 2019. 01. 01 

 사업분야 : 기술서비스업(안젂, 시운젂),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주     소 

   - 본 사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번길 32, 3층 

                    Tel. 055-264-3525     Fax. 055-264-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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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이념 

(주)게스 경영이념 

미션 비젂(2030) 핵심가치 

고객,주주,임직원의 
동반성장을  
추구핚다 

안젂 및 시운젂 분야 
기술서비스 

공급 젂문기업  

▶ 열정 
▶ 도젂 
▶ 싞뢰 

조선해양 설비 시운젂 

안젂관리 

시스템비계 시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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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2019  
 Marin 서비스 - 파나시아 신규협력사 등록 (시운전 & A/S)  

 안젂서비스 – 삼성엔지니어링 신규협력사 등록 

 비계 –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사업개시(안젂관리서비스,조선해양 관련 시운젂서비스) 

2020  안젂서비스 - 삼성물산 싞규협력사 등록 

2021  

 매출 100억 달성 

안전서비스 – 한양이엔지 신규협력사 등록 

 안젂서비스 - 린데코리아 싞규협력사 등록 

2022  
 

안전서비스 - KJ파워(효성) 신규협력사 등록 

2018   주식회사 게스 설립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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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 

안젂서비스 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사업지원 

CEO 

안젂관리 시스템비계 시운젂 

시스템서포트 

펜스 

Marin서비스 사업 

유지보수(A/S) 

TEST 

장비유도감시 

화기감시 

밀폐구역감시 

인사/노무 

재무/회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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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분야 

Marin 서비스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안젂 서비스 

                                  
GHES 

0 안젂관리 
0 화기감시 
0 장비유도감시 
0 작업허가 
0 밀폐구역감시 

0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0 시스템서포트 설치 및 해체 
0 펜스 설치 및 해체 
 
 

0 시운젂 - Scrubber/ BWTS/SCR 
0 유지보수(A/S) - Scrubber/ BWTS 
0 TETS - 친홖경설비( CC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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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안젂 서비스   

서비스 제공 분야 서비스 제공 Scope 

안젂관리 (Safety Supervision) 
프로젝트별 안전관리, 감시 (순찰홗동) 및 사고 보고 및 분석 작업,전반적인 
작업장 안전관리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 

작업허가 
 (PTW. Permit To Work)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건의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졌고 각각의 위험
으로부터 작업자와 장비를 보호할 적절한 관리방법이 제공되었음을  
최종확인 후 서류화된 작업허가서를 발급하는 업무 서비스 제공 

장비유도감시 
사업장 교차로 및 짂입로, 위험지역 출입 차량, 장비와 인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안전의식 정착 서비스 제공 

밀폐구역감시 
 (AGT. Authorized Gas Test) 

밀폐구역 내 작업 투입 전 작업의 가능 유무를 판별하기 위하여, 가스를 측
정, 밀폐구역 내 작업에 관하여 요구된 유효자격 및 위험성  작업직종, 장비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 

화기감시 (Fire watching) 
현장 내 화기작업 時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가 발
생시 초기 짂화를 통해 싞속히 화재를 짂압하는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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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arin 서비스  

서비스 제공 
분야 

서비스 제공 범위 

시운젂 

선박용 친홖경 설비인 Scrubber / BWTS / SCR  
시스템이 MARPOL규정에 부합하여 운전될 수  
있도록 장비의 Set up부터 선주 최종승인까지 
Commissioning 업무 전 단계에 대한 Turn-key  
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 A/S ) 

Scrubber / BWTS 시스템이 적용된 선박에 대하
여 장비운용에 결함 발생시 원인분석을 통한 문제
짂단, Trouble shooting, Action plan 제시 등 A/S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TEST 
이산화탄소포집설비(CCUS) 등 친홖경설비 개발 
시 모니터링 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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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구조물 해체공사업 

비계공사 
 시스템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구조물 
해체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시스템동바리 
설치공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부재 

시스템비계 
임대 

 시스템비계 자재 임대 
   - 수직재, 수평재, 쟈키베이스, 발판, 트러스, 브라켓 
     안전계단, 비계버팀대 

추락방호망 
설치공사 

 건설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그물 

공사장 가설 
울타리 펜스 
설치공사 

 공사장과 외부와의 칸막이, 교통차단,  
     내외의 안전, 도난 방지 등을 위해  
     공사 기갂 중 공사장 주변에 설치하는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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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수행실적(Marin 서비스) 

Customer 

Project 

Specific Activities Period 

Description Name 

PANASIA 조선/해양 시운전 

Scrubber 197척 

2019.03~ 
Present 

BWTS 196척 

SCR 99척 

PANASIA 조선/해양 유지보수(A/S) 

Scrubber 651件 
2019.03~ 
Present 

BWTS 588件 

PANASIA 조선/해양 TEST CCUS 1件(짂행중) 
2022.04~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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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수행실적(안젂 서비스)    

Customer 
Project 

Specific Activities Period 
Description Name 

유벡 건설 삼성전자 P3-PJT. 안전관리 
2022.06~ 
Present 

한양이엔지 건설 삼성전자 P2/P3-PJT. 화기감시 
2021.08~ 
Present 

린데코리아 건설 삼성전자 P2/P3-PJT. 안전관리/화기감시 
2021.08~ 
Present 

KJ파워(효성) 건설 P4-PJT. 154KV 안전관리 
2022.12~ 
Present 

삼성엔지니어링 건설 P3-PJT. 복합동 안전관리/화기감시 
2021.06~ 
Present 

삼성엔지니어링 건설 P3-PJT. 정수장 안전관리 
2021.02~ 
2022.05 

삼성물산 건설 P3-PJT. 복합동 안전관리/화기감시 
2020.07~ 
2021.06 

삼성엔지니어링 건설 P2-PJT. 154KV 안전관리/화기감시 
2019.01~ 
2020.12 

삼성중공업 조선/해양 Mad-dog2 ( Flatform ) 안전관리 
2019.10~ 
2020.05 

삼지전자 태양광 Energy Storage System  안전관리 
2019.07~ 
2019.12 

싞한중공업 조선/해양 TCO PJT.  안전관리 
2019.06~ 
20.19.08 

싞한중공업 조선/해양 TCO PJT. ( DSME Portion ) 안전관리 
2019.04~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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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수행실적(비계구조물 해체공사) 

Customer 
Project 

Specific Activities Period 
Description Name 

부광종건 건설 
거제 덕포 근생 신축공사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RPP펜스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펜스  2022 

장원개발 건설 남해 아산 주택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채헌종건 건설 대구 대영 CHAEVI연구소 싞축공사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써포트  2022 

비에스건설 건설 마산 만날재 인공암벽장 싞축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에스티모빅 건설 부산 대연동 근생 싞축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에스티모빅 건설 부산 젂포동 근생 싞축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한토종건 건설 부산 지방노동청 확장공사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2022 

비스트건설 건설 산청 농촌중심지홗성화사업(1단계)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금빛종건 건설 산청 VS제어동 싞축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골조 건설 삼천포 남동화력발젂소 확장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장원개발 건설 삼천포 벌리동 주택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다짐 건설 수원 삼성프라자 싞축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다짐 건설 거제 삼성프라자 싞축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골조 건설 의령 지정중학교 보수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원광건설 건설 짂주 금곡 예비군훈련장 싞축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소리종건 건설 합천 예비군훈련장 싞축공사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2022 

미성건설 건설 창원 싞월초등학교 리모델링공사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2 

도담건설 건설 
짂해 해군부대 손원일관 리모델링공사 시스템비계, RPP펜스 설치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스템비계, 펜스  2022 

㈜다짐 건설 춖천 삼성프라자 RPP펜스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펜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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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수행실적(비계구조물 해체공사) 

Customer 
Project 

Specific Activities Period 
Description Name 

가스안전공사 건설 시스템비계, 서포트, 펜스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 펜스  2019 

한화건설 건설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19 

개인 건설 짂주 옥봉동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0 

공군부대 건설 사천공군부대 펜스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0 

부광종건 건설 통영 수산물 거점센터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써포트  2021 

㈜다짐 건설 거제 삼성프라자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1 

세광건설 건설 사천 공군부대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2021 

㈜다짐 건설 부산 하단 삼성프라자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1 

㈜추성종건 건설 짂해 해군부대 1탄약고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2021 

㈜추성종건 건설 짂해 해군부대 2탄약고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2021 

성화건설 건설 짂해 해군부대  영외식당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2021 

일상건설 건설 울산 SK 유량조정조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2021 

오성건설 건설 사천 두량지구 저수지 싞축공사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2021 

동남건설 건설 고성 교량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시스템써포트  2021 

㈜다짐 건설 부산 화명동 행복센터 시스템비계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비계 

 
2021 

개인 건설 사천 내구소하천 2교/3교 시스템써포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체결  시스템써포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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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상 내역    

PANASIA 
우수협력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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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 및 납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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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 및 납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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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고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