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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교하고 혁신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로

고객의 자산가치를 높여드리는 일.

포스코O&M이 포스코그룹과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드립니다.(주)포스코O&M

송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대표전화 : 032-420-6703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14 포스코타워 삼성

 대표전화 : 02-528-2960

https://www.poscoonm.com



Make the world more valuable 
당신의 뒤에서 세상을 더 가치있게

인테리어/CS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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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CS 

인테리어/CS 부문

문을 열면 세상에서 가장 유니크하고 
창조적인 공간이 보이십니까?



창조적인 곳엔 언제나 

공간을 잘 이해하는 독창적이고 

유능한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유니크하고 친환경적인 인테리어 공간 창조

랜드마크가 될 오피스텔 신축 시공

전기. 소방 및 건물에 필요한 기초 공사 

포스코건설의 시공, 포스코O&M의 입주관리

당신의 뒤에서 세상을 더 가치있게...



BUSINESS AREA
포스코O&M 사업영역

포스코O&M은 고객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종합부동산서비스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인프라/플랜트 운영관리,

포스코그룹과 연계한 인테리어/CS(Customer Satisfaction), 격조 높은 힐링을 위한 골프/레저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종합부동산 서비스

26년간 축적된 세계적인 제철소 및 초고층 빌딩, 데이터센터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프라/플랜트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폐수 처리, 하수관거, 해수담수, 

폐기물 자원화, 플랜트 시운전,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의 다양한 O&M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테리어/CS(Customer Satisfaction)

포스코그룹과 연계된 시공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인테리어, 

1:1 맞춤 입주·하자 관리로 편의성과 신속성을 부여합니다.

골프 & 레저

최상의 코스와 뛰어난 자연경관, 격조 높은 서비스가 함께하는

명품 비즈니스 골프장과 자연 속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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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ustomer Satisfaction)

건물의 입주관리(BS)부터 하자보수(AS)까지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주관리(Before Service) :  

   신축건물의 원활한 입주를 돕는 입주세대 지원 서비스

- 하자관리(After Service) : 

   입주 후, 발생한 하자처리 서비스

인테리어

독창적이고 스마트한 공간구성, 환경을 배려하는 

친환경 설계 및 시공, 고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 실내건축공사

- 전시·홍보관 공사

- 관공서 공사

INTERIORCUSTOMER SATISFACTION

INTERIO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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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CS
인테리어/CS 부문

포스코그룹과 연계된 시공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인테리어, 

1:1 맞춤 입주 · 하자 관리로 편의성과 신속성을 부여합니다.



스마트오피스

인테리어사업

전기 / 통신 / 

자동제어시스템

기계 /

설비공사업

0908

인테리어

독창적인 미적 감각,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공간,

포스코그룹과 시너지로 믿음을 더합니다.

포스코그룹과 시너지를 통해

유니크한 공간디자인을 창조합니다.

인테리어/CS 서비스ㅣ인테리어

Unique
인테리어에서 스마트오피스, 기계·설비공사, 전기·통신·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포스코O&M의 전문적이고 크리에티브한 시공이 시작됩니다.

업무영역

*   포스코센터 테라로사



In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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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 상업시설, 전시, 

오피스텔·모델하우스 주요공사

① 포스코 ICT 포레카 창의 놀이방 : 지상3층 135 규모 (2012) 

②, ③ 판교 포스코 TMC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12)

④ 포스코센터 클럽 인테리어 공사 (2019)

⑤, ⑥ 포스코센터 포레카 이전 조성 공사(2019)

⑦ 포스코 센터 Smart Office (2011)

⑧ POSTECH (201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엔투비 인테리어 공사 (2019)

④, ⑤ 무궁화신탁 인테리어 공사 (2019)

⑥, ⑦ 포스코대우 인테리어 공사 (2019)

⑧ 포스코건설 서울사무소 인테리어 공사 (2019)

⑨, ⑩ 경영연구원 공사 (2019)

⑪ 포스코센터 포스코에너지 스마트 오피스 공사 (2012)

1312

①

②

③

④

⑧

⑤

⑨

⑥

⑩

⑦

⑪



①, ② 롯데월드 조선 풍속화 전시기획 및 연출 (2018. 12)

③ 논현동 호텔 인테리어 공사 (2012)

④ UK Medical Center 인테리어 공사 (2012)

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동 로비홍보관 (2018. 09)

⑥ 포스코 테라로사 인테리어 공사 (2018)

⑦ 삼성동 아트홀 공사 (2012)

⑧ 대백아울렛 실내 건축 공사 (2016. 10~2017. 04)

⑨, ⑩ 포스코 A&C 양평동 힘멜하임 오피스텔 공사 (2013. 08~2015. 01)

1514

①

②

⑧

⑥

⑦

⑨

⑩

⑤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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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봉동 듀오트리스 전기 공사 (2014~2016. 02) 

▶ 뚝섬역 퍼스트 A-타워 신축 공사 (2014. 11~2017. 06)

     < 전기, 통신, 소방 승강기 공사 >

▶ 산본 센트로 601 신축공사 (2015. 02~2019. 02)

     < 전기, 통신, 소방 승강기 공사 >

▶ 원흥역 봄빌딩 오피스텔 신축 공사 (2015. 11~2019. 06)

     < 전기, 통신, 소방 승강기 공사 >

최근 5년간 주요실적

2019 임원 집무실(도심공항타워 2501호) 원상복구공사 포스코인재창조원

2019 타임스퀘어지점 원상복구 공사 DGB생명보험 주식회사

2019 민속박물관 상설전시실 영상 제작 및 설치 ㈜호텔롯데롯데월드

2019 경기도장학관 소화설비(실내건축) 설치공사 경기도장학관

2019 포스코P&S타워 26층 스마트워크센터 구축공사 포스코대우

2019 포스코클럽 인테리어공사 주식회사 포스코경영연구원

2019 포스코건설 더샵갤러리 인테리어공사 포스코건설

2019 포스코경영연구원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공사 주식회사 포스코경영연구원

2018 서울대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동 로비 홍보관 공사 서울대학교

2018 비안코이탈리아 상봉 공조시스템 시설공사 ㈜바이오데이즈

2018 포스코켐텍 서울사무소 확장이전 인테리어공사 포스코켐텍

2018 포스코강판 서울사무소 원상복구공사 포스코강판

2018 포스코강판 서울사무소(센터 서관11층)근무환경 조성공사 포스코강판

2018 포스코센터 26층 오피스 전환공사 ㈜큐에스원

2018 라인게임즈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라인게임즈

2018 포스코센터 서관 1, 2층 철거 및 내부조성공사(테라로사) 포스코

2018 무궁화신탁 본점 이전 인테리어공사 무궁화신탁

2017 포스코SS&CC타워 3층 휴게실 인테리어공사 ㈜시프트업

2017 경남은행 서울 자금시장본부 이전공사 경남은행

2017 포스코케미칼 서울사무소 포스코센터 입주 인테리어 공사 포스코케미칼

2017 신논현타워 6층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넥스트플로어

2017 포스코센터 서관 5,6층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포스코ICT

2017 노원수학문화관 신축 전기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7 포스코R&D센터 EPT사무실 구축공사 포스코대우

2017 포스코센터 11층 원상복구공사 서울비즈니스프라자

2017 포스코P&S 원상복구공사 포스코P&S

2016 메트라이프 상진지점 원상복구공사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2016 PAC 실험동 부스이전, 고속인장실험실 변경공사 포스코

2016 바바리안모터스 사무실확장공사 ㈜바바리안 모터스

2016 SAUDI ARAMCO 디자인 오피스 23층 원상복구공사 포스코건설

2016 판교사무소 사무환경개선 인테리어공사 포스코ICT

2016 대우조선해양건설 서울사무소 인테리어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

2016 피치트리랩 입주 인테리어공사 ㈜피치트리랩

2016 송도 글로벌 R&D센터 건물 방호 강화공사 포스코

2016 송도 PILOT PLANT 전기공사 포스코에이앤씨

2016 브로드컴 원상복구공사 브로드컴코리아리서치(유)

2016 대백아울렛 1~2층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 ㈜인성씨앤에스

2015 3호선 원흥역 봄빌딩 신축공사 설계변경 일주건설

2015 금세기빌딩 7~12층 인테리어 공사 포항공과대학교

2015 상봉동 듀오트리스 주상복합 신축사업 메리디안매니지먼트

2015 뚝섬역 퍼스트 A-타워 공사 한일이앤아이

2015 3호선 원흥역 봄빌딩 신축공사 일주건설

2015 산본 마스터플라자 재건축 전기, 소방공사 사업추진위원회

2015 포스코교육재단 인천송도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 포스코교육재단

2015 송도 글로벌R&D센터 분석실 Infra구축작업 포스코

2015 세아창원특수강 서울사무소 원상복구공사 세아창원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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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품질품평회

1차 확인점검
(D-45)

주요 공종점검 실시    

마감 공종 

기초점검 실시

전수검사 이후 

매니저 확인점검 

지속 실시

입주자 세대 점검

사전예약제 TM작업

1일전 행사 리허설 점검

매니저 사전교육    

세대 자체점검

입주자 사전점검 이후

매니저 확인점검 지축 실시  

입주전까지 처리현황 확인

주부전수검사

점검수준 및 기준 공유

1

샘플링점검
(D-65)

3

입주자사전점검
(D-30)

2

공종점검
(D-180)

주부전수검사
(D-60)

4 5

2차 확인점검
(D-15)

입주개시
(D-Day)

입주지정기간

온마음라운지 운영

6

새로운 주거공간에 편리한 입주를 돕습니다.

또한, 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으로 편의성을 높입니다.

1:1 맞춤 서비스로 입주·하자관리를 실시합니다.

인테리어/CS 서비스ㅣCS

▶ 주요 일정

Bespoke
입주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입주부터 하자까지 One-Stop 1:1 맞춤 서비스로 보다 편하고 신속한 입주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 서비스

더샵 고객 고객서비스

AS접수

맞춤형

서비스제공

*   부산 해운대 LCT 더샵



입주관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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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도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2020. 08 입주예정 / 3,472세대

②   대전 반석 더샵  

2020. 04 입주예정 / 650세대

③   안산 라프리모 

2020. 01 입주예정 / 694세대

④   성남 산성역 더샵 포레스티아 

2020. 07 입주예정 / 1,105세대

⑤   의정부 장암 더샵  

2020. 01 입주예정 / 677세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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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릉 더샵 

2014. 08 입주 / 820세대

②   구리 그린포레 더샵 

2015. 05 입주 / 407세대

③   동탄역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 

2015. 09 입주 / 874세대, 상가 10실

④   하남 더샵 센트럴 뷰 

2016. 08 입주 / 820세대

⑤   광교 더샵 레이크파크 

2016. 09 입주 / 647세대

① ②

③

④

⑤

입주관리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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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양주 도뮤토  

2017. 05 입주 / 446세대

②   부천 중동 스타팰리움  

2017. 08 입주 / 275세대

③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 

2017. 11 입주 / 487세대

④   거제 도뮤토 

2017. 06 입주 / 518세대

⑤   거제 더샵 블루시티 

2017. 10 입주 / 988세대

① ②

③

④ 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O&M의 Client

포스코O&M은 포스코 그룹의 일원으로서 임직원, 주주, 고객, 공급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고, 배려와 공존, 공생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비지니스 파트너와 가치를

함께 만드는 포스코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드는 포스코

신뢰와 창의 문화를

함께 만드는 포스코

Business
with POSCO

Society
with POSCO

People
with P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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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포스코O&M,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O&M Top-Tier 기업

포스코O&M은 1994년 창립 이래 포스코 제철소의 운영관리 노하우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서비스, 인프라·플랜트, 인테리어·CS, 골프·레저 분야에서 종합관리 전문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이해관계자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With POSCO를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회사명 : 주식회사 포스코O&M

주소지 : 송도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14 포스코타워 삼성

전화번호 : 송도 032-420-6703, 서울 02-528-2960 

  회사개요

  조직도

경영전략실 시설관리사업실자산관리영업실 빌딩관리사업실 레저사업실O&M사업부

안전품질 

R&D그룹

상임감사

정도경영그룹

CEO



1994.  05.  ㈜동우사 설립

1995.  01.  POSCO CENTER 관리용역계약 체결

1996.  11.  테크노마트 – 21빌딩 운영관리 컨설팅 계약 체결

1998. 09.  중국상해 POS-PLAZA 빌딩운영관리 컨설팅 계약 체결

1998.  11  ISO9001(품질), ISO14001(환경)인증 획득(빌딩&서비스)

1994~1999
2000.  08.   포항 공동주택 운영관리 개시 

2001.  11. 지역난방 설비·운전관리

2003.  11.   ISO 9001(품질) : 2000(환경) 규격전환  

인증획득(기관: BVQI) 획득(기관: BVQI)

2005.  05.  POSCO 계열회사 편입

2007.  01.  사명 변경 ㈜동우사 → ㈜포스메이트

2000~2007
2008.  06.  파주 J-Public 골프장 오픈

2008.  08.   OHSAS18001: 2007 인증획득  

(심사기관: BV국제인증, 기관: BV국제인증)

2009.  10.  시설관리 서비스 KS 인증

2010.  04.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운영관리 개시

2010.  11.   포스코 송도 글로벌 R&D Center  

운영관리 개시

2012.  04.  에너지경영시스템 ISO50001 인증

2012.  09.  포항 지역난방사업 영업양수

2013.  01.  포스메이트-승광 통합

2008~2013
2014. 01.  중국 물업관리법인 설립 (포항(북경)물업관리유한공사)

2014.  02.  국내 최고층 동북아무역타워(NEATT) 빌딩운영

2014.  07.   네이버 커넥트 원 통합 운영관리 개시

2014.  12.  덕트용 로봇청소기 기술특허

2015.  07.  중국 상해 첸탄지구 건물관리 컨설팅

2015.  12.  플라즈마 집진살균필터 기술특허

2018.  08.  일·생활(워라밸) 균형 기업 인증(고용노동부)

2018.  08.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NC타워 운영관리개시

2019.  02.  포스메이트-메가에셋-블루O&M 통합

2019. 02.  사명 변경 ㈜포스메이트 → ㈜포스코O&M

2019.  02.  포항 SRF운영관리 개시

2014~

시작, 그 첫걸음 끝없는 도전, 함께 더 멀리

1994 2019
     시작      성장      확장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

2005.  노사문화 우수기업

2008.  화재안전 최우수 건물 소방안전관리 대상(서울시)

2009.  노사문화 우수기업

2009.  집단에너지산업대상 - 기업부문 단체상(지식경제부)

20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우수(A)등급 취득(공정위)

2011.  한국 국제 냉난방공조 관리우수

2012.  소방방제청 방화관리능력 대상(행정안전부)

2012.  세계 표준의 날 ks인증 대상(지식경제부)

수상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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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CENTER 승주cc 골프장포스코타워 송도 포항SRF테크노마트 – 21 김포레코파크

INNOVATION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서비스에서 인프라/플랜트, 인테리어/CS, 그리고 골프/레저까지

고객을 위한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해드리며 새로운 혁신으로 세상에 더 큰 빛을 밝히겠습니다.

2013.  대한민국 가스안전 대상(한국가스안전공사)

2013.  에너지 효율 대상(서울시)

2013.  에너지 절약 우수기업 표창(산업통산자원부)

2014.  승주CC 대한민국 상품대상 레저부문 수상(한국상품학회)

2014.  가족친화 우수기업(여성가족부)

2016.  서비스품질 우수상(산업통산자원부)

2017.  승주CC, 소비자 만족 우수 골프장 선정(X-골프, 동아일보 주관)

2017.  에너지 효율 우수기업 표창(국무총리)

2018.  한국FM 대상(한국FM학회)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지역 복지센터 시설물 점검·보수 활동 “우리집을 부탁해”, 자원회수/하수처리 등 환경시설 운영 역량 활용 “미래환경지킴이 양성”,

지역 유망 스포츠선수 육성 사업 “네 꿈을 펼쳐라”,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승주CC 작은음악회” 개최 등

포스코O&M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業의 특성을 연계한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매월 서울, 인천, 포항, 광양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임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정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중심의 정기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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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 시설 보수 활동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승주CC 작은음악회

포스코그룹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추구하고, 사회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급여의 1%를 기부하는 ‘1% 나눔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와 지역사회, 소외계층 자립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나눔 활동 가족친화경영 및 워라밸 실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과 보육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패밀리데이 운영으로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제고하고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OUR CULTURE

  조직문화

‘실천의식과 배려의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 인재’

포스코그룹의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인재상을 확립해 나갑니다.

  인재상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결단력을 발휘하여 

남보다 앞서 솔선하는 인재

실천

겸손과 존중의 마인드로 

상생을 실천하고 희생과 

봉사의 자세를 추구하는 인재

배려

본연의 업무에 몰입하여 

문제에 주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인재

창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및 소통간담회 

직원간 열린 소통을 위하여 한마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의 주요 정책과 전략에 대해 경영층과 직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 아래 현장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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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간담회 CEO와 대화 워라밸 문화 정착

포스코O&M은 직원들의 자긍심과 행복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