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부동산 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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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에스원은 국내 최초의 보안회사로 출범한 이래
한국 보안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한결같이 고객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왔습니다.
보안업계를 선도하며 쌓은 노하우와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정보보안, 안심모바일 등의 신사업과 연계한
원스톱(One 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넘어 안심을 지켜드리는 초일류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 바로 에스원입니다.

Fact & Figure
신용평가등급
AA+(한국기업데이터, KED)
임직원수(2016)
6,115명
특허 및 인증 수(2016)
지식재산권 795건
(특허 387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203건, 상표 202건)
총 매출액(2016)
1조 8,183억원
시스템서비스

9,337

건물관리서비스

4,441
상품판매

2,692

통합보안 등

1,713
(단위 : 억원, '16년 누계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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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183

Brand Signature
에스원 블루에셋의 「BLUE」 는 삼성과 에스원을 상징하는 컬러로서
전문성과 신뢰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ASSET」은 고객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블루에셋의 의지와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심볼은 빌딩과 자산을 형상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견고함, 안정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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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ission
에스원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고객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근하며 에스원 홈세콤을 켜고 에스원 유비스가 장착된 버스에 오릅니다.
회사에서는 정보보안 서비스로 네트워크 상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블루에셋을 통해 빌딩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부모님 안부가 궁금할 때, 자녀의 하교길이 걱정될 때는 안심폰으로 안전을 확인합니다.
퇴근 후 세콤이 지켜주는 안전한 우리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생활 속 안심은 초일류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이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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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Building Engineering
(블루에셋)

。투자자문
。매입/매각 컨설팅
。기술 컨설팅
。임대차 컨설팅
。Property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에너지인프라

Security Engineering
(세콤)

。긴급출동
。비상통보

영상보안

Security Provider
。국방/SOC
。보안 컨설팅

정보보안

차량운행관리(유비스)

。기업형 융합관제
。네트워크 보안
。통합 PC보안 솔루션
。바이러스 백신

。차량데이터 자동제출
。운송관리(TMS)
。렌터카/법인차 솔루션

안심모바일
。에스원 안심폰

。NVR/DVR
。CCTV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

생활안전상품
。금고
。A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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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ASSET Overview
건물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해 드리는 에스원만의 차별화된 부동산 종합서비스입니다.

투자자문

기술 컨설팅

자산 분석, 마켓 리서치,
법규 검토,
투자전략 수립,
사업실행 및 관리,
운영전략 수립

FM전략 수립, 설계개선,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FM 경영자문, 자산실사,
리모델링 진단

Property
Management
자산운용전략 및
경영 계획 수립, 건물운영보고,
건물주/입주사 관리,
임대차 관리, CRM활동,
제세공과/인허가 관리

Property
Management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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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각 컨설팅

임대차 컨설팅

자산 분석, 물건 분석, 매매전략 수립,
마케팅 지원, 사후관리

임대환경 분석,
적정임대료 산정,
잠재 임차인 조사,
최적의 임차물건 조사,
임차보증금 채권확보

빌딩 인프라 분석 및 개선
에너지 분석,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계/시공,
절감 성과 검증

Facility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운영계획 수립,
시설 운영 및 유지,
미화/주차/안내/에너지/안전 관리,
사업장 품질평가, 서비스교육 시행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에너지 정보 모니터링,
설비 자동고장진단 및 운영개선,
다수 건물의 일괄 관리(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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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생활 곳곳에서 에스원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객과 함께하며
최상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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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olution Provider

Market Insights

Customer Focus

Core Competencies
신뢰의 역사를 바탕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합니다.
사업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에스원의 차별화된 핵심역량이 고객에게 가치가 됩니다.

Dedicated Professionals

Experiences & Know-how

Synergetic Advantages

Experiences &
Know-how
50여 년 역사의 부동산 서비스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빌딩보안 시스템과 함께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스원은 2014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로부터
1963년 개시한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양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에너지인프라, 빌딩보안 시스템과 함께 원스톱(One Stop)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되고 우수한 서비스로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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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olution
Provider
최적화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에스원 블루에셋은 기획/매입 단계부터 건설, 운영, 매각/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Value Chain 전 단계에 걸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경험으로 고객의 Needs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관리에 최적화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안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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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nsights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정확한 시장 분석 능력으로 성과를 창출합니다.
에스원 블루에셋은 정확한 시장 조사와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고객사와 입주사의 다양한 정보도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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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icated
Professionals
분야별 전문가의 차별화된 역량으로 고객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스원 블루에셋은 자산운용 전문인력/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와
전기/기계/보안 등 기술 전문가는 물론, 다수의 해외 사업 추진 인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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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Focus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에스원 블루에셋은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고객 의견을 DB로 축적하여
체계적인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 VOC 분석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불만 사항에 즉각 대처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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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etic
Advantages
다양한 역량을 결집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에스원 블루에셋은 투자자문, 매입/매각 컨설팅, 기술 컨설팅,
임대차 컨설팅, Property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에너지인프라,
빌딩보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부서 간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Core Competencies 17

고객을 위한 전문성을 키워갑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높입니다.
에스원 블루에셋만의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을 성공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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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에너지인프라

Facility Management

기술 컨설팅

Service Portfoli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구체적인 투자전략과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시킵니다.
에스원의 고객지향적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매입/매각 컨설팅

Property Management

임대차 컨설팅

Value Chain
에스원 블루에셋은 건물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맞춰
기획/매입부터 매각/처분 단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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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획/매입

계획/시공

마케팅

운영

매각처분

。투자자문
。매입 컨설팅

。기술 컨설팅

。임대차 컨설팅

。Property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에너지인프라

。매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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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부동산 투자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투자자문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자문 및 대행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과 부동산 시장을 동시에 고려한
기업부동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기획부터 입주 후 운영전략까지 원스톱(One Stop) 솔루션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
업무프로세스

고객 Needs 및
자산 분석

마켓 리서치 및
법규 검토

투자전략 수립

사업실행 및
관리

개발자문 및 대행

개발 규모, 타입,
위치 등
고객사업에 적합한
최적 개발 초기안 구상

시장환경 및
입지 분석
용도/법규/규모 검토
물리적 자산실사
환경평가

사업성 분석
비용 산출
전략 수립
자금조달 계획

사업승인 및
인허가 관리
사업비 및 일정 관리
비용 절감 관리
계약 및 민원 관리
설계변경 및 준공 관리

기업부동산 서비스

공간활용도 분석
자산실사 건물
노후도 분석
담당자 인터뷰

유사사례 검토
국내외 벤치마킹

자산 최유효
활용 계획 수립
고객 Needs 대응

실행부서 배정
운영비 절감 방안 제안
후속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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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전략 수립

운영사 선정
임대전략 수립
임차인 모집
운영비 절감 방안 제안
Exit전략 수립

매입/매각
컨설팅

최적의 매입/매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매입/매각 컨설팅은 국내외 주요 부동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으로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도시와 중·소도시의 업무용, 비업무용 자산의 매입/매각 실적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입/매각
업무프로세스

매입/매각 컨설팅

고객 Needs 및
자산 분석

의뢰인 상담
물건 자산실사

물건 분석

시장 분석
물건 분석
사업성 분석

매매전략 수립

마케팅 지원

사후관리

적정가격 산정
매매구도 및 절차 수립
대상물건
마케팅전략 수립

매매안내문 작성
잠재매수자군 조사

계약체결 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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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컨설팅

FM 전문 컨설팅을 통해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부동산의 가치를 높입니다.
기술 컨설팅은 부동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Value Providing Service로
프로젝트의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FM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 편의성, 경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 컨설팅은 FM 컨설턴트, 기술사급 엔지니어, 해외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151타워, 롯데월드타워, 해운대 LCT 등 초고층 기술 컨설팅에 대한 실적과
해외 프로젝트(말레이시아 SimeDarby)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M 기술자문

기술
컨설팅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자산실사
서비스

계

설

프로젝트

단계

리모델링
진단 서비스

계

설계개선
서비스

설계개선 제안

시공단

FM 운영
전략 수립

관리단계

FM
경영자문

FM 최적모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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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 향상

임대차
컨설팅

고객이 원하는 임대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차 컨설팅은 다양한 임대차 업무수행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CRM Sales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을 수행합니다.
Office부터 Retail까지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임대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차 전문인력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잠재 임차인을 조사하고 최적의 임차물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CRM : Client Relationship Management

임대환경 분석 및 적정 임대료 산정

임대 컨설팅

잠재 임차인 정보 수집 및 조사
빌딩 최적이용 MD구성 제안

최적의 임차물건 조사
임차물건 권리 분석

임차 컨설팅

임차보증금 채권 확보 및 부가서비스 제공

Service Portfolio 25

Property
Management

고객 자산의 최대 가치를
창출합니다.
PM(Property Management) 서비스는 고객의 부동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산 관리, 운영 관리,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CCIM/CPM, AICPA, 공인중개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축적된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P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LIENT RELATIONS

ASSET MANAGEMENT
AND PLANNING

CRM 활동
(Client Relationship Management)

자산운용전략 및 경영 계획 수립

건물주/입주사 관리

。임대동향, 물가지수 등 반영
。수지차 분석, 운용계획 수립

고객 만족도 조사
건물관리 현황 및 수준 평가

고객 관리

자산 관리

고객 부동산의
최대 가치 창출

주기적 경영실적 관리
자산 Value-Added Idea 제안
주기적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수선/투자 계획
。건물운영 현황

운영 관리

OPERATION
MANAGEMENT
임대차 관리
。TRM활동 (Tenant Retention Management)
。계약 관리 (재계약 관리, 계약서 및 도면 문서 관리)
。적정인상률 협상

재무 관리
。임대료 수납 및 결산
。임대보증금 환급
。채권 관리

제세공과 관리
부동산 현황 관리
보험 관리
인허가 관리
하도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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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ortfolio 27

Facility
Management

체계적인 관리로 고객의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합니다.
FM(Facility Management) 서비스는
50여 년의 경험이 축적된 표준매뉴얼을 활용하여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합니다.
기술 전문인력의 화재예방활동, 통합운영 시스템, 자재통합구매 시스템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철저한 VOC 분석으로 예상되는 고객 Needs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피드백
개선대책 수립/서비스 교육 시행

운영계획
수립
시설인수 계획
하자 관리 계획
분야별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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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시설, 미화, 주차,
보안, 안내, 에너지, 안전 등
건물 시설관리 서비스

운영/유지

공사 및 하자 관리
운영매뉴얼 구축

사업장 품질평가

건물관리 현황 및 수준 평가

에스원 FM 서비스는 고객사 품질 안정 및 비용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정공사 통합시행
지역별 법정 유지보수공사 업체통합
[공사비용 절감]

환경안전 시스템
BEST 조직운영 및
긴급 상황 대비체제 구현
[사고예방 및 환경안전품질 제고]
(기술분야별 해당경력 15년 이상 전문인력 84명)

통합감시 시스템 (BIMS)
24시간 원격 통합감시체계 구현
[사고확산 방지 및 손실 최소화]
※ BIMS : Building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에스원
시설관리 시스템(FMS)

전자입찰 시스템
On-line Bidding 시행
[최적가격에 최상의 업체 선정]

고품질 시설관리 시스템 구현,
시설이력 DB 관리
[체계적 건물관리, 장비수명 연장]
※ 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자재/소모품 통합구매

입주사 만족도 관리
CSI측정[연1회], 에스원 통합콜센터 운영
[고객 만족도 관리 및 신속한 피드백 제공]
※ CSI : Customer Satisfaction Index(고객만족지수)

Buying Power에 의한 대량 구매
[구매비용 절감]

Service Portfolio 29

에너지인프라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에너지인프라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빌딩인프라를 제공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건물운영환경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에너지 진단에서 고효율 에너지 설비의 시공,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및 빌딩 인프라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빌딩 인프라
진단 및 개선

건물의 에너지 사용 및 설비운영 상태를 에너지 전문가가 진단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노후화/저효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시공합니다.

진단
에너지 사용/설비운영 상태 파악
낭비 부분 및 개선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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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고효율 절감 아이템 설계/시공
※ 주요 아이템 : 냉난방공조(HVAC), LED,
에너지저장 시스템(ESS) 등

성과 검증
준공 후 절감 성과 모니터링
성과 미달 시 원인 분석 및 개선책 제시
※ BEMS로 보다 정확한 검증 및 개선 가능

에너지관리 시스템
(BEMS)

건물의 에너지 낭비는 설비의 성능이나 기능적인 문제만이 아닌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분석, 적절한 조치의 부재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BEMS는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DB 구축 및 시스템 자동 분석을 통해
고객이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실시간 에너지관리 정보의 시각화
장비별/구역별/건물총사용량 등
다양한 그래프 및 고객 커스터마이징 제공

설비 운전데이터 실시간 분석
고장/이상 운전패턴 조기 감지
최적의 운영개선 방안 제시

자동고장진단
/운영개선

Monitoring

BEMS

다수 건물의
일괄 관리
(군관리)

관리품질의 균일화/전문화
전체 에너지 절감 효과

Service Portfolio 31

50여 년간의 자산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정성이 담긴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현합니다.
에스원은 고객의 안전을 넘어
언제나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초일류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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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olution
For Value Creation
에스원 부동산 종합서비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25
대표전화. 1588-3112 | www.s1.co.kr

34 BLUEASS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