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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S TO CREATE A NEW FUTURE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WELCOME
TO BSS COMPANY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2015년 설립된 비에스에스컴퍼니는
게임 및 웹 개발 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주축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사가 지니고 있는 혁신적인 IT 능력과 최신 공정 프로세스가 만나 INDUSTRY 4.0을 추구하며
제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Founded in 2015 with the goal of growing into a company in the world,
BSS Company is recognized in the global market beyond the domestic market with more 
than 10 years of working experience in gaming and web development services.
Our innovative IT capabilities and state-of-the-art process processes meet to
challenge new manufacturing areas in the pursuit of INDUSTRY 4.0.

투명한 경영과 핵심 역량 강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모색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고객의 삶에 가치를 제공하고 세계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We will provide value to our customers lives and establish ourselves as a global company 
loved by the world through transparent management and core competency, search for 
growth engines through change and innovation, and sustainable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02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앞선 기술력과 탄탄한 저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IT · 제조업을 선도하는 곳
주식회사 비에스에스컴퍼니입니다.

BSS company is
making customer satisfaction a top priority ,

Leading the way with advanced technology, solid potential, 
a transparent and honest leader in IT and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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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비에스에스컴퍼니는 이제껏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과 실천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대한민국의 웹서비스와 콘텐츠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미래 성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제조업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전략 방향에 따라 IT와 제조업의 융합 비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R&D에도 지속해서 투자를 확대하여 높은 품질의 신제품 개발에 전력으로 몰두하고 있
습니다.
비에스에스컴퍼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지속해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 창출’ 이라는 비전 아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에스에스컴퍼니의 성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Thank you. 

The BSS Company has led the web service and content business in South Korea 
by creating something from scratch with the spirit of challenge and the power of 
practice that overcome the limit.
We have established manufacturing projects with a strong commitment to 
future growth.
The vision of convergence between IT and manufacturing has been specified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business strategy.
We continue to expand our investment in R&D, focusing on developing new 
high-quality products.
The BSS Company will continue to make bold investments in building smart 
factories in lin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will do our best under the vision of ‘creating a new culture’.
Please keep on the growth of BSS Company.

대표이사 이승근
C.E.O Lee Seung-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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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OF COMPANY
비에스에스컴퍼니는 혁신을 추구하는 신념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준 높은 퀄리티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비에스에스컴퍼니가 지니고 있는 혁신적인 IT 능력과 

선진화된 공정 프로세스가 만나 INDUSTRY 4.0의 선두주자로 앞장서 나갑니다.

BSS Company has been providing high-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for a long time 
with a belief in innovation. BSS Company's innovative IT capabilities and advanced 
process processes meet to lead the way in INDUSTRY 4.0.

BSS MASK

철저한 마케팅 리서치를 기반으로 고객 니즈와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Reflects customer needs and social trends based on thorough
marketing research.

기존 타 업체에서 볼 수 없던 감각적인 일러스트와 색감의 패키징은
본사의 전문 마케터들과 디자이너들이 고객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직접 기획 및 제작한 브랜딩입니다.
비에스에스컴퍼니만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자신 있게 제안합니다. 

The sensuous packaging of illustrations and colors not found in 
other companies is a brand that has been planned and produced 
by professional marketers and designers of our headquarters to 
reflect customer needs and trends. We confidently propose a 
competitive product that is unique to BSS Company.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과 최신 설비의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마스크의 생산 안전성과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전량 국내생산으로 믿을 수 있는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All domestic production guarantees reliable safety and quality."

With the nation's largest production plant and state-of-the-art 
production system, the production safety of masks and strict quality 
control systems are introduced to produce the best products.

최신 설비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위생을 보증합니다.

Ensure safety and hygiene through strict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latest facility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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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use 
creative 

techniques
To grow 

Business

BUSINESS
PORTFOLIO
비에스에스컴퍼니는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투자 및 연구개발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게임, 웹 개발, 패션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SS Company is committed to investmen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order to develop
into a leading company in the era.
Based on this, we are carrying out various businesses in various fields such as games, web development, and fashion,
and we are showing the best results.
https://bss.co.kr

DICAST
Casual Strategy Board Game

보드게임 룰을 기반으로 AOS 장르의
빠른 성장요소와 전략성을 강화한 시스템의
모바일 기반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글로벌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NAMED
Sports Community

전 세계 974리그 20,428경기의
실시간 중계 및 결과는 물론, 7만 명이
함께 하는 인스턴트 메세징 서비스를
구현해 심도 있는 스포츠 경기 분석
정보를 즐길 수 있습니다.

GORDA
Luxury comparison platform

국내/외 명품 쇼핑몰 제품에 대한 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명품 쇼핑에 대한 정보, 브랜드 등 소비와
트렌드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LOUDFLARE
Cloudflare Partner BSS

Cloudflare의 네트워크를 통해
CDN 서비스와 분산 네임서버를 이용하여
사이트 성능과 속도 보안을 향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sed on the board game rules, it is a 
mobile-based game of the system that 
has enhanced the rapid growth factor 
and strategy of the AOS genre, and is 
being serviced for global users in the Play 
Store and App Store.

https://dicast.bss.co.kr https://named.com https://gordastyle.com https://cloudflare.bss.co.kr

Real-time broadcasting and results of 
20,428 matches in 974 leagues around 
the world, as well as instant messaging 
service with 70,000 players, allows you 
to enjoy in-depth sports game analysis 
information.

It provides the lowest price information 
on domestic and foreign luxury shopping 
product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various luxury shopping, brands, and 
other consumption and trends.

Through Cloudflare's network, we 
provide services that enhance site 
performance and speed security using 
CDN services and distributed name 
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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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 MASK
FACTORY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공장과 선진화된 생산설비 및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 consists of the nation's largest production plant,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and professionals with more 
than 10 years of working experience.

찾아오시는 길 (Directions)
도로명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12
지번주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28-4
Address  : 12, Yulsaengjungang-ro 169beon-gil, Daegot-myeon,
                 Gimpo-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증설계획
Public opin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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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0년 10월 생산설비 20 EA 증설
Expansion of 20 EA of production 
facilities in October 2020

02.보건용마스크(KF) 및 어린이용 마스크 생산 예정
Scheduled to be produced of health 
masks (KF) and children's mask

김포공장 (Gimpo Factory)

본사 (Company)



본 공장은 8,115㎡ 대지면적에 본관, 제조, 1창고, 2창고 총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제조공정에 따라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최첨단 설비와
위생적인 공정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The factory consists of 4 buildings with a main building, manufacturing,
1 warehouse, and 2 warehouses on an area of 8,115㎡.
All facilities are separat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produce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with state-of-the-art 
facilities and hygienic processes.

제1창고
1st Warehouse

생산공정 모두 마친 완제품을
관리하는 곳으로 출고 전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All production processes are for 
managing finished products, and we 
strictly manage them until they are 
shipped out.

제조동
Manufacture building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조실은 
기계실, 포장실, 자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nation's largest manufacturing 
room consists of a machine room, 
packing room, and material room.

본관
Main building

총 3층으로 구정 된 본관은 식당 및
사무 공간 그리고 임직원 휴게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main building, which has three 
floors, consists of a restaurant, 
office space, and rest facilities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제2창고
2nd Warehouse

부자재를 관리하는 창고로
제품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관리합니다.

It is a warehouse that manages 
subsidiary materials and manages 
various materials needed to mak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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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Main building

제조동
Manufacture building

제2창고
2nd Warehouse

제1창고
1st Warehouse

경비동
Guard building

면적 (Area)

본관(Main building)

1F(163.56㎡) / 2F(170.16㎡) / 3F(170.16㎡)

제조동(Manufacture building)

1,800㎡ 

제1창고(1st Warehouse)

396㎡

제2창고(2nd Warehouse)

198㎡

생산설비(Production facilities)

35 EA

생산규모 (Production scale) 

생산제품(Production)

3중 부직포(MB) 마스크
Disposable Mask (Include Melt blown)

생산량(An output)
1일(1Day)

2,000,000 EA
월(Monthly)

60,000,000 EA



BSS FACTOR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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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장은 생산 및 설비 부문에 150명의 직원이 품질 혁명을 
통한 고객만족 실천이라는 목표로 직원 모두가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공정 설비로 마스크 생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The factory has established a system optimized for 
mask production with advanced process facilities, with 
150 employees working hard to create the best quality 
from the customer's point of view with the goal of 
implementing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the 
Quality Revolution.

최고의 제조설비 및 품질 시스템을 통한 높은 수준의 마스크가 생산되는 곳

Where high-level masks are produced through the best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quality systems.

대표이사
CEO

공장장
Factory Leader

지원 부서
Support division

재무 관리
Financial management

생산 관리
Production management

제조 관리
Maintenance procedures

R&D 개발
R&D development

생산 기술
Manufacturing technology

공정 관리
Shop floor control

품질 관리
Quality assurance

총무 관리
General Affairs

영업 관리
Sales management

제조 부서
Manufacture department

기업부설연구
Research institute

품질부서
Quality control



BSS MASK
PRODUCTION PROCESS

01.
원자재 투입

Raw material input

02.
모양 만들기
Make a shape

03.
초음파 융착

Ultrasonic Welding

04.
밴드 부착
Put on a band

05.
마스크 불량품 검사

Sorting out defective products

06.
포장

Primary packaging

07.
포장 불량품 검사

Sorting out defective packages

08.
배송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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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INTRODUCE
MASK
INTRODUCE

01. 대한민국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100% MADE IN KOREA

국내산 고품질 소재와 까다로운 제조공정을 거친 국내생산 마스크 저가형
수입산 마스크와 비교를 거부합니다! 안심하고 착용하세요.

Domestically produced high-quality materials and domestically 
produced masks that have undergone strict manufacturing processes

02. 기관 품질테스트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product that has been certified by an institutional quality test.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KOTITI 시험연구원에서 유해물질 및
성능테스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KATRI Korea Apparel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and KOTITI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received certification for hazardous substances 
and performance tests.

03. 다양한 색상의 마스크를 제작합니다.
We produce masks of various colors.

흰색, 파란색, 분홍색, 검은색까지 총 4가지의 다양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We produce a total of 4 different masks, including
white, blue, pink and black.

04. 최고급 3S 등급의 부직포를 사용합니다.
The highest grade 3S non-woven fabric is used.

마스크의 겉감과 안감은 현존하는 최고 등급인 3S 등급만을 사용합니다.

The outer and lining of the mask uses only 3S grade,
the highest grade in existence.

05. MB 필터가 포함된 3중 구조입니다.
It is a triple structure with Melt Blown filter.

보건용 마스크에서 사용되는 고효율 MB (멜트블로운) 필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ncludes a high-efficiency MB(meltbrow) filter used in
hygiene masks.

WHITE

PINK BLUE

BLACK

최신설비를 갖춘 국내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It is a safe and reliable disposable mask produced by a strict 
quality control system in a domestic factory equipped with 
the lates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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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Upper)
가장 부드러운 3S 최고급 부직포
Smoothest 3S finest nonwoven fabric

안감 (Inning)
가장 부드러운 3S 최고급 부직포
Smoothest 3S finest nonwoven fabric

멜트블로운 필터
Melt blown filter

3중필터 (멜트블로운 포함)
Triple filter (Include Melt blown)

편안한 이어밴드
Comfortable Ear Bending

김서림방지지지대
Humidity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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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INFORMATION

제품박스
PACKAGING BOX

200mm x 100mm x 100mm
마스크 50매 / MASK 50PCS

세트박스
SET BOX

216mm x 216mm x 270mm
제품박스 4개 / PACKAGING BOX 4EA
(마스크 200매 / MASK 200PCS)

물류박스
LOGISTICS BOX

620mm x 440mm x 440mm
제품박스 48개 / PACKAGING BOX 48EA
(마스크 2,400매 / MASK 2,400PCS)

파렛트
PALLET

1100mm x 1100mm
물류박스 20개 / LOGISTICS BOX 20EA
(마스크 48,000매 / MASK 48,000PCS)

컨테이너 20FT HC
CONTAINER 20FT HC

5,896mm x 2,348mm x 2,676mm
파렛트 10개 / PALLET 10EA
(마스크 480,000매 / MASK 480,000PCS)

컨테이너 40FT HC
CONTAINER 40FT HC

12,033mm x 2,348mm x 2,695mm
파렛트 20개 / PALLET 20EA
(마스크 960,000매 / MASK 960,000PCS)

주문에 따라 포장 규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ackaging specifications can be changed upon order.



MASK
BRANDING
철저한 마케팅리서치를 기반으로 ‘4개의 컨셉’을 바탕으로 브랜딩 하였으며 고객 니즈와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자신 있게 제안합니다.

Based on thorough marketing research, we have branded '4 concepts' and confidently suggest
more competitive products reflecting customer needs and social trends.

오늘날 마스크가 건강과 안전을 상징하는 만큼, 차별화된 브랜딩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As today's masks symbolize health and safety, we're looking to explore new markets with 
differentiated branding.

01.선물상자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Give health to your
precious person.

Gift Box

WHITE WHITE

PINKWHITE BLACK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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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너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The mask prompts you to observe manners for the safety of all essentials, not the selection.

02.매너마스크

나와 타인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 매너 있는 당신이 착용한 마스크입니다.
This mask is worn by you, who have a heart and manners to save me and others' lives.

Manner Mask

04.코스메틱

아름다운 나를 표현하는 방법
How to express beautiful me

Cosmetics

좋은 품질은 기본, 더 나아가 패키징까지 신경 쓰는 여성 고객층을 
공략하기에 우수한 제품입니다.

Good quality is excellent for targeting female customers who 
care about packaging.

03.365데일리 마스크

적정 체온 36.5도를 지키는 365일 마스크

A 365 day mask that keeps the right temperature at 36.5 degrees.

365 Daily Mask

‘36.5도 적정 체온’과 ‘365일 매일’ 사용하는 마스크의 중의적 의미
를 담은 제품입니다.

This product contains the middle meaning of the mask that 
is used '36.5 degrees Celsius proper body temperature' and 
'365 day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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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SAFETY CERTIFICATE

KC 인증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Mask that can be trusted and used with KC certification.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대치동)
다봉타워 4F
T : 02-561-0844 F : 02-569-6135
www.katri.re.kr

- 계속 -

2 / 4
KATRI NO
PAGE(S)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2,6-xylidine (87-62-7)

* 주) 1. 검출한계 : 5 mg/kg
      2. 분석기기 : GC-MS
      3. 기준 : 30 mg/kg 이하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o-toluidine (95-53-4)
2,4-toluylenediamine (95-80-7)
2,4,5-trimethylaniline (137-17-7)
o-anisidine (90-04-0)
4-aminoazobenzene (60-09-3)
2,4-xylidine (95-68-1)

3,3'-dimethylbenzidine (119-93-7)
4,4'-methylenedi-o-toluidine (838-88-0)
p-cresidine (120-71-8)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4,4'-oxydianiline (101-80-4)
4,4'-thiodianiline (139-65-1)

2-amino-4-nitrotoluene (99-55-8)
4-chloroaniline (106-47-8)
2,4-diaminoanisole (615-05-4)
4,4'-diamino-diphenylmethane (101-77-9)
3,3'-dichlorobenzidine (91-94-1)
3,3'-dimethoxybenzidine (119-90-4)

아릴아민 (㎎/㎏) : 안전기준 부속서 1 5.3 (KS K 0147 : 2015)

biphenyl-4-ylamine (92-67-1)
benzidine (92-87-5)
4-chloro-o-toluidine (95-69-2)
2-naphthylamine (91-59-8)
o-aminoazotoluene (97-56-3)

시  험  항  목
시 험 결 과
시료1

:
:

KNAA20-00020120

: :
: :

:
: :
: :

   [ 시료사진별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대치동)
다봉타워 4F
T : 02-561-0844 F : 02-569-6135
www.katri.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시 험 자 : 윤 이 슬 기술책임자 : 이 경 민

시험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48번길 19(안양동)

폼알데하이드 (㎎/㎏) : 안전기준 부속서 1 5.2 (KS K ISO 14184-1 : 1998)

* 주) 1. 검출안됨 : 20 mg/kg 미만
      2. 분석기기 : UV/VIS Spectrophotometer
      3. 기준 : 내의류, 중의류 (75 mg/kg 이하), 외의류 및 침구류 (300 mg/kg 이하)

검출안됨

시  험  결  과
시  험  항  목

시료1

pH : 안전기준 부속서 1 5.1 (KS K ISO 3071 : 2005)

* 주) 1. 사용한 용액의 종류 : 0.1 mol/L KCl 용액
      2. 분석기기 : pH meter
      3. 기준 : 내의류, 중의류(4.0 ~ 7.5), 외의류 및 침구류(4.0 ~ 9.0)

6.6

시 험 성 적 서

PAGE(S) 1 / 4

KATRI NO

용    도
발급일자층 (역삼동)

신 청 자 (주)비에스에스컴퍼니 KNAA20-00020120
주    소

제 출 처

화이트(white) / 비에스에스 365 데일리
시 료 명

2020.08.27
품질관리용

방한대 1 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52길 6, 지상 3층 ~ 지상 6 접수일자 2020.08.21

2

1
3

pH : 안전기준 부속서 1 5.1 (KS K ISO 3071 : 2005)

* 주) 1. 사용한 용액의 종류 : 0.1 mol/L KCl 용액
      2. 분석기기 : pH meter
      3. 기준 : 내의류, 중의류(4.0 ~ 7.5), 외의류 및 침구류(4.0 ~ 9.0)

6.6

1. pH 테스트 (PH TEST)

2. 폼알데하이드 테스트
    (Formaldehyde TEST)

5 미만
5 미만
5 미만
5 미만

* 주) 1. 검출한계 : 5 mg/kg
      2. 분석기기 : GC-MS
      3. 기준 : 30 mg/kg 이하

아릴아민 (㎎/㎏) : 안전기준 부속서 1 5.3 (KS K 0147 : 2015)

biphenyl-4-ylamine (92-67-1)
benzidine (92-87-5)
4-chloro-o-toluidine (95-69-2)
2-naphthylamine (91-59-8)

3. 아릴아민 테스트
    (Arylamines TEST)

폼알데하이드 (㎎/㎏) : 안전기준 부속서 1 5.2 (KS K ISO 14184-1 : 1998)

* 주) 1. 검출안됨 : 20 mg/kg 미만
      2. 분석기기 : UV/VIS Spectrophotometer
      3. 기준 : 내의류, 중의류 (75 mg/kg 이하), 외의류 및 침구류 (300 mg/kg 이하)

검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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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SAFETY CERTIFICATE

식품의약품안전처기준 비말차단용마스크 시험•검사 성적서
A splash blocking mask test* inspection report based o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5

본 성적서는 내부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한 검사입니다.
This report is for internal reference purposes.

성상, 형상, 순도, 액체저항성 검사
(Ikon, Form, Purity, Liquid resistance test)



FDA
SAFETY CERITFICATE

NOZWEIRE & EARLOOP
SAFETY CERIT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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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 FACTORY
SECURITY 본 공장의 모든 시설 보안 및 방역은 경찰청 경비업 허가 업체인

(주)태산시스템에 24시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All facility security and quarantine in this factory are systematically 
managed 24 hours a day by the Taesan System, a security clearance 
company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주)태산시스템 주요실적

Major performance of Taesan System Co., Ltd.

2020 (주)비에스에스컴퍼니 김포마스크공장 시설경비
(주)하나금융그룹 을지로본사 시설경비
(주)하나금융그룹 삼성동사옥 시설경비
(주)하나금융그룹 방배동사옥 시설경비
(주)하나금융그룹 망우동사옥 시설경비
(주)하나금융그룹 서소문사옥 시설경비

BSS Company Gimpo Mask Factory Facility Security.
Hana Financial Group Euljiro Headquarters Facility Security.
Hana Financial Group Samsung-dong office facility security.
Hana Financial Group's Bangbae-dong office building facility security.
Hana Financial Group Seosomun Office Facility Security.

2019 서울시청 광화문광장 행상 시설경비
(주)하나금융그룹 본사 총회 및 시설경비
(주)한산개발 정기총회 및 시설경비
서울시 광화문광장 릴레이 음악회 진행 및 시설경비

Seoul City Hall Gwanghwamun Square Pedestrian Facility Security.
Hana Financial Group headquarters general meeting and facility security.
Hansan Development Co., Ltd. regular general meeting and facility security.
Seoul Gwanghwamun Square Relay Concert and Facility Security.

2018 (주)하나금융그룹 삼성동사옥 시설경비
까르띠에 총회장 및 임원 개인수행

Hana Financial Group Samsung-dong office facility security
Cartier General Chairman and Executives Individual.

2017 (주)티브로드 시설경비
(주)가정보 시설경비 및 대표이사 수행
(주)하나금융그룹 본사 시설경비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진행관리

Tvroad Co., Ltd facility security
Gajungbo Co., Ltd facility Security and CEO Performance
Hana Financial Group headquarters facility security.
Bucheon Fantastic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rogress Management.

(주)태산시스템은 보안, 안전, 생활안전전반, 건물관리, 방역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입니다.

Taesan System Co., Ltd. is a specialized company that provides 
comprehensive services such as security, safety, overall living safety, 
building management, and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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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비 (Guard•Expense)
공장입구부터 1차 출입통제관리를 실시하고 건물 내부 출입시
2차통제관리로 시설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he first access control and management is carried out from the 
entrance of the factory, and the second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are controlled when entering the building.

보안관리 (Security management)
관리적보안, 물리적보안, 기술적보안까지 모두 24시간 관리합니다.

Managed security, physical security, and technical security are all 
managed around the clock.

방역•건물종합관리
(Comprehensive quarantine and building management)

관리의 체계화를 구축하여 관리 적정성 유지를 도모하고 하루 1회 방역소독
을 진행합니다.

Systematization of management is established to maintain proper 
management and disinfection is carried out once a day.

영상관리 (Video management)
영상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Systematic management by introducing a video surveillance system.



Contact Info
Phone
본사(Company) : 02.6405.5699 / +82)2.6405.5699
공장(Factory) : 070.8888.0199 / +82)70.8888.0199

Fax
02.6405.5698 / +82)2.6405.5698

Web
https://bss.co.kr

Email
contact@bss.co.kr

Address
본         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2길 6 더원빌딩
Company : 6, Bongeunsa-ro 52-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공      장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12
Factory : 12, Yulsaengjungang-ro 169beon-gil, Daegot-myeon, Gimpo-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