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건설업의 선두주자



또루스 그룹(GRUPO TORUS)은 20 년이 넘게 분야별로 경력을 

쌓아 온 그룹 내 각 회사에 축적 된 경험을 토대로 파급 

효과가 큰 개발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분야 

전문 회사 간의 전략적 제휴 조직입니다.

또루스 그룹(GRUPO TORUS)은 건설 분야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보여 주는 하나의 단적인 모범 케이스입니다.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노력 함으로서 건설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사는 건축 설계, 사전 스케치, 테라스, 기초 공사, 금속 

구조물 구축 및 설치, 건축, 산업 설비 및 도시계획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또루스 그룹 (GRUPO TORUS)은 책임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글로벌 비전을 통해 자동차, 항공 및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스포츠, 공공 및 상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해 온 결과 국 

내외적으로 견고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폐사의 고객에 대한 약속은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 

함에 있어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시간에 대한 

전폭적인 존중을 의미 하며 고객이 제시하는 사양에 

100 % 충실함은 물론 고객의 기대치를 능가 하기 위해 

개별 공정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폐사의 목표는 아이콘 프로젝트의 구현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 수준으로의 확장에 중점을 두어 시공 하는 

모든 공사에서 완전한 만족을 이룩 하는 것입니다.

EUROTRANCIATURA



폐사는 모든 종류의 고급 건축 자재 및 공구의 공급, 유통 및 판매 

회사입니다. 효율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잘 훈련된 직원들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철강 및 조립식 제조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바페르사

(VAFER)는 건축 자재 분야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통합 솔루션 제공에 

특화 되어 있습니다.

바페르사(VAFER) 는 CEMENTOS FORTALEZA의 첫 번째 전국 유통 업체 임을 

자랑스럽게 생각 하며Querétaro 주 물류 협회인“AMIGOS MATERIALISTAS 
A. C.” 창립 멤버 입니다.

바페르사(VAFER)는 2001 년부터1,500업체를 상회 하는 

고객들의 대규모 공공 및 민간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판매 하여 왔습니다.

폐사는 계약된 고정가격으로 인도 일시 지정 턴 

키 방식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항상 고객이 제시한 

시간과 방식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시행 합니다.

교육, 상업, 공업, 도시 계획, 스포츠, 보건, 농업 

및 항공 분야에 걸친 폐사 프로젝트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입지를 보장 해 줍니다.

바페르 마떼리알레스

(VAFER MATERIALES)



바페르 아세로스 이 에스뜨룩뚜라스
(VAFER ACEROS Y ESTRUCTURAS)

폐사가 보유 하고 있는 20,000 m2가 넘는 작업 공간; 다수의 

미국 용접 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공인 용접공; 기능공 

및 절단공; 엔지니어링 및 유지 보수 영역의 지원 인력은 물론 

설계, 제조, 페인팅 및 월 600 톤 이상의 운송 및 조립 수단 

및 설비를 활용 하여 품질, 안전, 위생 및 환경에 관한 엄격한 

요구 조건을 충족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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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업 규격 최대 3” 까지 가능한 CNC 플라즈마를 이용한 

특수 절삭 장비와 최대 작업 가능 규격2 x 2” 의 천공기를 

보유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가공, 절단 작업, 라미네이팅, 

다이 커팅, 용접, 나사 가공, 페인팅 및 샌드 블라스팅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폐사는 프로젝트 최적화를 통하여 고객에게 의미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바페르 건설

(VAFER CONSTRUCCIÓN)

폐사는 공공 및 민간용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영역은 플래닝, 건축 및 도시 개발 사업에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폭 넓은 

제휴 네트워크 덕분에 구조물 제조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산업 프로젝트, 주택, 건강, 레크리에이션 

센터, 쇼핑 센터, 보안 모듈 및 창고 건설에 

참여 하였고 중요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 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조립식 벽 틸트 업 (Tilt Up)의 설계, 

제조 및 조립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멕시코 건설 산업 회의소(Cámara 
Mexicana de la Industrial de la Construcción)교육 

이수 후 자격 인증을 받아 이와 관련 된 

모든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틸트 업 벽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액세서리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틸트 업(TILT UP) 벽 전문



유압, 위생 및 전자 기계 설비 설치 시공 전문 기업.

미가(MIGA)그룹은 견적, 엔지니어링 및 시공에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유압, 위생 시설 및 전자 기계 시스템의 설계, 건설,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멕시코 기업입니다.

Baj ò지역 과 멕시코 합중국 전역에 걸친 프로젝트 개발 분야에서 

14 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MIGA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정밀 기계를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설치 방법을 개발하고 시공 하고 있는 폐사 

엔지니어와 직원들의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각 프로젝트를 수행 

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저압 및 고압 전기 설비 전문 기업

각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전기 수요에 대한 통합 솔루션 

개발에 20년 이상의 축적 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ALFA 
ELECTRIFICACIONES의 역량은 고 품질, 혁신 및 가치 

공학을 시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폐사의 

경쟁력은 개발 된 효율적인 투자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솔루션 프로세스를 고객에게 제공 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폐사의 

윤리적인 제안은 전기 설비의 안전을 담보합니다.

CROWN



정보 기술 솔루션 제공 전문기업

웹 사이트 및 컴퓨터 센터의 컨디셔닝 및 관리, 엔지니어링, 

컨설팅, 통신 네트워크의 설계 및 설치, 액세스 제어 

와 CCTV로 구성된 완벽한 시스템 솔루션 공급을 

통해서 고객의 투자를 보호 하고 완벽한 작동과 화면을 

제공 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MSG는 다중 사이트 및 다중 도시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와 전문적이며 고도로 숙련 된 

기술 팀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통합 중개인, 급여 및 보험 관리 기업

폐사는 이 분야에 50년 이상의 서비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험, 재 보험, 금융 및 인력 

공급에 관한 모든 영역의 중개 서비스를 포함 함으로서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브로커 입니다. 3,500개가 

넘는 거래선들이 폐사의 명성을 보장합니다.

인재 유치 및 인적 자원 관리 전문가는 7,000명 이상의 

직원 고용을 관리 합니다.

보험 및 보증인 분야에서는 21개 보험사, 7 개 통합 업체 

및 6 만 명 이상의 피 보험자 고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건설, 식품, 석유, 제약, 자동차, 항공, 호텔, 섬유, 화학, 

제조 및 교육 분야의 서비스를 멕시코 합중국 6개 도시의 

지사망을 통해서 제공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업

LIENZO GRUPO INMOBILIARIO의 포트폴리오는 개인, 상업 

및 산업 분야에 속한 고객으로 구성 됩니다.

이 서비스는 토지, 사무실, 건물, 창고, 공장 건물, 부지등 

부동산 매물에 대한 물색, 위치 파악 및 구매에 필요한 

연계, 혁신 및 부동산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80여개 부동산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3,000건 이상의 

부동산 재고를 공유 함으로써 강화 되었습니다.



폐사는 10,000 m2 건물을 90일만에 인도 함으로서 귀사가 

기록적인 최 단기간에 조업을 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시공 전문가입니다.

EUROTRANCIATURA SYD

산업



프레스, 금형, 강재, 소방 및 냉방 특수 시설.

CROWN

MONDRAGÓN ASSEMBLY

SYD



PLAZA MEZQUITE

VÓRTICE HIGHTECH -CIUDAD MADERAS

이 분야에서 폐사는 사용자와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이해하여 이에 

합당한 위치 선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최적의 비용 편익을 달성 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 합니다.

폐사의 이 부문의 누적 실적은 30,000 m2 를 초과 하였습니다.

폐사 프로젝트들의 일부



우리는 탁월한 방법으로 교육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항상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적용 가능한 규범 및 

규격을 준수 했습니다.

“턴키” (Turnkey) 방식으로 중요한 교육 센터들을 학기 시작에 

맞추어 적기에 완공 하였습니다.

국가의 교육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프로젝트로서 

용접공 양성을 위한 첫 번째 교육 기관을 설립 합니다.

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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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페르사(VAFER)는 높은 수준의 품질, 안전 

및 위생 규정의 적용이 요구 되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EED 인증 프로젝트에 참여 했으며 환경 

보전에도 유의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전국에 현존 하는 각 주 별 극한 

상황에서도 프로젝트를 수행 해 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경

이 분야에서 폐사는 외장 공사 및 편의 시설 이외에도 

완벽한 지형 정비 기술을 활용 모든 크기의 플랫폼을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유압 콘크리트, 테라스, 위생 시설 시공, 전기, 

유압, 녹지 조성, 스포츠 및 간벌 전문 시공 기업.

도시 개발 사업

CIUDAD MADERAS



디지털 감독

폐사는 세계 어디 에서나 실 시간 프로젝트 모니터링이 가능한

DRON을 활용한 인터넷 모니터링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유 기계 및 장비

1.    모터 그레이더, Backhoe (백호), 진동 압축기, 굴삭기, 롤러, 바브캣 (Bobcats),
급수 탱크 차량등 월 22,000 m2 부지 조성이 가능 하고 월 26,000 m3 굴착 

작업과 굴착 물을 평균 23km 까지 운반 처리 할 수 있는 중 장비와 

운송 장비 보유.

2.    평균 23km에서 하루 3,000 m3 를 운반 해 낼 수 있는 7 m3 및          

14 m3 덤프 트럭.

3.    기계 및 장비 국내 운반 용 플랫폼.

4.    하루 25톤의 중량 구조물을 35미터 높이로 조립 가능한 30, 40 및 

80톤 Hiabs과 크레인 .

5.    장비 설치, 도장, 6 ~ 32m 높이의 특수 설비 조립에 충분한 24 

명의 작업자 용 기계식 GENIES 에스컬레이터.

6.    운송용 크레인, 지게차, 용접 기계, Hiabs, 샌드 블라스트 장비, 

로봇, 2교대로 월 600톤의 철 구조물 생산 가능한 2만 평방 

미터의 워크 샵.

7.    블라스터로 3”, 산소 용접기로 6”까지 절단 가능한 길이 

40ft, 폭 12ft의 판토 그래프 선반.

8.    벤딩용 100톤 프레스.

9.    베이스 플레이트에 앵커 장착용 장비.

10.  하루 1000개의 1”홀 드릴링 가능 다이 커팅 장비, 드릴 

및 펀칭기.

11.  구조물 세척, 준비 및 도장 할 수 있는 월 600톤 

처리 가능 도장 설비.

12.  자사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기계 작업장. (가솔린, 

디젤 및 가스).

13.  장비 및 자재 보관용 총 면적 10,000 m2 저장 

창고.

14. 사무실 및 현장 직원 수송을 위한 차량.

15.  일 200톤 수송 능력을 갖춘 차량.

16.  욕실을 갖춘 32명 수용 가능한 이동식 

사무실 8개.

17.  정밀 구조 물 설계 및 계산 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18.  80 KVAS 발전기.

19.  음성 및 데이터 특수 장비.



폐사 전 직원은 고용주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 위생 및 환경 기준 모두를 숙지 

하고 준수 합니다. 우리는 모든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을 

철저 하게 준수 합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춘 공인 직원이 독점적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참석 하고 관할 

당국과 해당 절차 및 허가 사항을 점검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폐사에서는 께레따로주의 

소방서, 멕시코 적십자사 및 시 민방위대와 

함께 광 범위한 분야에서 긴밀 하게 협력 해 

오고 있습니다.

안전, 위생 및 환경분야



주요 거래선



또루스 (TORUS)는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멕시코 어디에나 있습니다!



G+TORUS S.A. de C.V.
Anillo Vial Fray Junípero Serra km. 17, 
Col. El Salitre. Querétaro, Qro. C.P. 76127
 
Tel. + 52 442 246 0507 · 246 0841
laura@grupotorus.com
vafer@grupotorus.com

Vafer Materiales S.A. de C.V.
contacto@vafer.mx

www.grupotorus.com
www.vafer.m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