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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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the world more valuable 
당신의 뒤에서 세상을 더 가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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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eal Estate Management  

종합부동산서비스 부문

화려한 네온 조명의 
웅장한 빌딩이 보이십니까?



화려한 것 뒤에 그 화려함을 
더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토탈 자산관리 솔루션 

- 스마트 시설관리 시스템 (FMS)

- 실시간 에너지관리시스템 (POS-REMS)

- 제철소 안전진단 TOOL을 접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 부동산의 가치를 반영한 매입·매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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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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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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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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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EAL ESTATE
종합부동산서비스 부문 사업영역

부동산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자산관리(Property Management)에서부터 

빌딩관리(Facility Management), 임대관리(Leasing Management), 매입·매각에 이르기까지 

전문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roperty Management

작고 세심한 것까지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고객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최대로 창출합니다.

- 자산관리

Facility Management

시설관리의 핵심은 표준화이며 안전성이 검증된 시스템으로 

더욱 극대화 됩니다. 

- 기술컨설팅 / 빌딩 매니지먼트 솔루션 / 안전 품질 솔루션 / 대외인증

Leasing Management

임대·임차의 이상적인 매칭으로 고객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 단계적 임대 마케팅 전략

매입·매각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성공적인 매입·매각을 만듭니다.

- 매입 매각 컨설팅

PURCHASE AND
 SA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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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Management

관리보고서 

제출

연간 자산관리 

계획 수립

【 임대관리(LM) 】 

  시장분석&임차인 동향파악

  임차인 응대 및 민원대응

  재계약 협의

  효율적 공간활용

【 유지관리(FM) 】 

  적정 에너지 관리

  수선&소모품 관리

  외주용역관리

  안전관리(방재)

  각종 공사관리(영수선,공사 등)

【 공간관리 】

  리테일MD구성

  관리운영 제반 기획보고

  공간활용 기획

【 자산실사 】

  부동산 결함 및 노후도 조사

  리스크 검토 통한 안정적  

  운영관리 지원

 VE기법 통한 비용절감 방안 제시

【 자산운영·법률지원 】

  대관업무(인·허가)

  각종 계약업무

  리스크 관리

  법무실무(소송,명도,채권관리)

【 자산가치 향상 】

  CAPEX 계획 수립

  물리적 개선방안 제시

  신규 서비스 도입 검토

  우량 임차인 유지

  기타수익 창출 방안 제시

【 고객관리 】

  임대인/임차인 관리

  협상 능력

  계약 유지 및 관리

【 회계관리 】

  예산 수립

  회계/세무

  수지차 관리 및 분석

  보험관리

  자산평가 관리(자료,장부관리)

*     국내 초고층 2위인  

포스코타워 송도  

신축인수부터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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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입주사관리부터 임대동향 및 물가지수를 반영한 자산운용전략, 임대차, 임대료까지 

고객의 자산 가치를 올리는 종합자산관리가 이뤄집니다. 

작고 세심한 것까지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의 부동산 가치를 최대로 창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서비스ㅣProperty Management

Total Solution
고객의 부동산 가치상승을 위해 디테일한 연간 자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교하게 집행합니다.

자산 관리



FM 운영

전략 수립

리모델링

진단 서비스

자산심사

서비스

FM

경영자문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설계개선

서비스

프로젝트

설계 단계

설계개선 제안

시공 단계

FM 기술자문

관리 단계

FM 최적모델 수립

Facility 
Management

부동산

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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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과 생산성을 위한 첨단 스마트 FMS*와 오랜 기간 포스코 제철소의 안전 Tool을 

빌딩관리에 접목하여 포스코O&M만의 정교하고 표준화된 빌딩관리 시스템으로 운영 관리됩니다. 

시설관리의 핵심은 표준화이며 

안전성이 검증된 시스템으로 더욱 극대화 됩니다. 

종합부동산서비스ㅣFacility Management

Standard
빌딩의 설계 단계인 도면컨설팅부터 관리단계인 운영컨설팅까지 빌딩의 가치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컨설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기술컨설팅

*   포스코센터 관제실
* 스마트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초고층 빌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룹사(ICT, A&C)와 전문기술 공유해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운영 관리체계와 시설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POSCO 제철소 안전진단 TOOL을 접목하여 안전한 현장을 구현합니다.

- 사고 유형 및 계절적 요인 분석을 통한 현장· 전문가 합동 안전 예방활동 (Theme Patrol)

- 불안전한 행동(휴먼에러) 제거를 유도하는 안전행동관찰 기법 (SAO)

- 포스코 그룹 안전진단 평가 프로그램(PSRS)을 통한 주기적 안전진단

- 매년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안전/환경/품질 종합 마스터 플랜 운영 

제철소 

안전진단 Tool

THEME PATROL

현장/전문가 안전 합동 점검

PSRS(POSCO Safety Rating System)

포스코 안전진단 평가 프로그램

SAO(Safety Acts Observation)

작업 현장의 안전행동 유도 프로그램

SEQ(Safety Environment Quality)

Master Plan

안전·환경·품질 종합 마스터 플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과 

KS S 1004(시설관리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인증받았으며 

다양한 국내외 표준인증을 취득하여 

대외적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인증

(서비스품질)

OHSAS 18001

(안전경영시스템)

기술특허

(덕트용 로봇청소기)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KS인증

(실내공기질)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기술특허

(플라즈마 집진살균필터)

1514

빌딩 매니지먼트 솔루션 안전 품질 솔루션

대외인증

실제 빌딩 가상 빌딩 모델

Smart FMS

건물용

미세먼지

집진살균장치

초미세먼지 집진 및 살균처리 

ROBOT

덕트 청소기
흡진 기능 내장 장치 자체 개발

IoT

낭비 에너지 

제거

POS-REMS(Posco_Real-time 

Energy Management System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유틸리티 절감

3D

고장, 

수명 예측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구조·설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운영 효율 향상

NFC

예방점검 

선재적 대응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장 및 사고 예방

2018 

FM대상
정보경영부문 



Leasing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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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서비스ㅣLeasing Management

시장상황에 맞는 적정한 임대료책정부터 임대기준 수립, 임대계약 및 수입관리 임차인 유지관리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임대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임차의 이상적인 매칭으로

고객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Matching
고객의 니즈를 충족함은 기본이며 전략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적정 임대가 산정 및 시장조사

- 고객사의 빌딩에 최적의 임차인 유치 (MD구성)

- 가망 임차인 확보

포스코그룹사에 제공해온 체계적인 마케팅 방법과 임대차 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우량 임차사를 유치하며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체계적인 관리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 국내외 우량기업 및 업계 네트워크 확보

- 현장 관리사무실을 서비스지원센터화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 임차 기업 발굴

- 그룹계열사와 연계한 부동산 및 건설분야 전문 컨설팅

임대차 

컨설팅

임대차

관리

단계적 임대 마케팅 전략

사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단계적 마케팅 전략을 실시합니다.

【 1단계 】 

  고객 맞춤 전략 및 최적의 마케팅 계획 수립

  대기업 중심 고객 지속 발굴 관리

  임대마케팅 전문 컨설턴트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긴밀한 협력

【 2단계 】 【 3단계 】 

  대형 고객 발굴을 위한 직접 마케팅

  소규모 고객에게 적합한 복합 마케팅

  고객을 먼저 찾아가는 능동적 마케팅

  고객사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안

  공실해소차원을 넘는 자산가치 상승 제안

  임대차 서비스 달성이 고객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지는 업무진행



매입·매각

의뢰인 상담

물건 자산 실사

시장 분석

물건 분석

사업성 분석

적정가격 산정

매매구도 및 절차 수립

대상물건

마케팅 전략 수립

매매안내문 작성

잠재매수자군 조사

계약체결 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물건 분석 매매전략 수립 마케팅 지원
고객 니즈 및

자산 분석
사후관리

1918

▶ 매입·매각 업무 프로세스

Value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전략적 분석을 통한 5단계 체계적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합니다.

매입·매각 컨설팅

종합부동산서비스ㅣ매입·매각

고객의 니즈를 철저히 분석하고 자산실사를 통해 시장의 적정가격선과 잠재 매수자군을 선별하여 

가장 이상적인 가치로 매입·매각을 수행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성공적인 매입·매각을 만듭니다.



포스코센터

▶ 오피스 빌딩

▶ 교육연구시설

2120

포스코타워 송도 부산 해운대 LCT 더샵 북경포스코센터

부영송도타워

포스텍포스코글로벌R&D센터 네이버 커넥트원 엔씨소프트 판교R&D센터

- IDC는 국내(포항,광양,충주)와 해외(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4곳 운영

- 데이터센터 무정전 누적 8만 시간, 총 수전용량 11.1MVA 운영 

- IDC관리에 맞는 맞춤형 프로세스(무정전, 자연재해 대비)와 매뉴얼로 운영 

- 데이터센터 공기질을 위한 포항, 광양에 미세먼지 집진살균장치 운영 

▶ 데이터센터(IDC)

포스코ICT 충주IDC사우디 AL_RAJHI BANK 포스코ICT 광양SDC포스코ICT 포항SDC

- 국내주요빌딩과 해외빌딩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Know-how를 보유

- 관리운영컨설팅 : 국내 최고 IBS빌딩경영 노하우 활용, 최상의 Service Quality 제시

▶ 기술컨설팅

테크노마트 관리운영컨설팅KEB하나은행 본점 관리운영컨설팅 상해 포스프라자 관리운영컨설팅 사우디 관리운영컨설팅

포스코O&M은 중국 물업관리법인 설립을 통해 북경 포스코센터 물업관리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롄하우징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Al-Akaria, PECSA와 J/V(MUMTALAKAT)를 설립하여 FM기술전수를 하는 등 해외에서도 전문 

노하우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해외 투자법인 사업 현황

다롄하우징 물업관리유한공사 MOU 체결 MUMTALAKAT J/V 설립

대신파이낸스센터 포스코타워 역삼

국내 최초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빌딩인 포스코센터를 비롯하여 국내 초고층 2위인 포스코타워 송도 등을 

신축인수부터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R&D센터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에 대한 관리 Know-how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적



INFRA/PLANT MANAGEMENT 

인프라/플랜트 부문

언제나 맑고 푸르렀던
곳으로만 보이십니까?



세상에 쓸모 없는 것들을

더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처리 공법 탁월한 운영 관리시스템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연료를 생산하는 SRF시설운영

수자원 부족 해결을 위한 해수담수

화력, 열병합 및 LNG터미널의 발전/화공 플랜트 시운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시운전되는 철강플랜트

에너지절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난방을 통한 청정에너지공급

도로를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관리하는 도로운영

당신의 뒤에서 세상을 더 가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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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PLANT
인프라/플랜트부문 - 환경· 에너지 O&M 전문기업

포스코O&M은 포스코, 포스코건설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플랜트 건설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O&M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친환경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포스코O&M이 운영합니다.

- SRF(Solid Refuse Fuel) / 폐기물 소각 / 지역난방

플랜트 시운전

포스코 제철소 등 국내외 굴지의 플랜트를 

안정적으로 시운전해 왔습니다.

- 철강 플랜트 / 발전/화공 플랜트

수처리

수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비용절감까지 생각합니다.

- 하폐수처리 / 하수관거 / 해수담수 / 해외사업

SOC(Social Overhead Capital)

해저통과 구간이 포함된 초장대 터널과 고속도로를 

가장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로 운영

wATER TREATMENTSRF(Solid Refuse Fuel)

Plant Commissioning

INFRA
/PLANT

SOC(Social Overhead C
ap

ital)



하폐수 처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수질 기준 준수 및 해수를 담수화시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비용 절감까지 생각합니다.

인프라/플랜트ㅣ수처리

   탁월한 하폐수공법과 안정성(Bio-SAC, CSBR, A2O+MBR 등)

   운영관리 기술력과 노하우(EPC와 연계한 최적의 O&M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친환경 시설(체육시설, 홍보관, 공원 등) 

▶ 제공 가치 및 서비스

수처리

- 사업방식 : BTO

- Capacity : 132,600톤(일)

- 공법 : Bio-SAC

- 주민편익시설 : 체육시설, 공원 등

- 사업방식 : 민간위탁

- Capacity : 550,000톤(일)

- 공법 : CSBR 

- 주민편익시설 : 체육시설, 공원, 암벽장 등

- 사업방식 : BTO

- Capacity : 68,000톤(일)

- 공법 : A2O+MBR 

- 주민편익시설 : 체육시설, 공원 등

김포/통진/고촌 레코파크 안양/석수 하수처리시설 용인 에코타운

Top operation

2928

*BTO : 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최상의 하폐수처리 시설의 운영관리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Total O&M(Operation & Maintenance) Service를 제공합니다.

하폐수처리

·고효율 용존산소 공급시스템 특허

·성능유지관리방법 특허



하수관로 시설 결함 예방 및 노후화 시설 개량으로 최적의 하수관로 유지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안전한 주거환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생산,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법인 PT. Krakatau Blue Water를 설립하여 인니 일관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재이용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업무

- 위치 : 인니 Cilegon

- Capacity :   배수종말처리시설 : 28,000톤(일)  /  재이용설비 : 7,000톤(일)

인니 제철 폐수처리 시설
- 사업방식 : BTL

- 시설규모 : 208km, 유량계 16개소 

- 사업방식 : BTL

- 시설규모 : 233km, 유량계 7개소

- 사업방식 : BTL

- 시설규모 : 117km, 유량계 3개소

천안 하수관거 파주 하수관거 포항 하수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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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로 CCTV  

조사 및 세정

⑤   수질조사 및  

분석

②    시설물 이상유무  

조사

⑥   연결관  

세정작업

③   유량계/시스템  

유지관리

⑦   연막 및 염료조사(오접)

④   관로 비굴착 및  

맨홀 보수

⑧ 민원처리

*BTL :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하수관거 광양 동호안 해수담수화 용수공급사업

해외사업

GWANGYAN G

- 사업개요 : 사업위치_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908번지

- 사업기간 :   설계/시공_ 2012. 12 ~ 2014. 07 (20개월) 

운영_ 2014. 08 ~ 2044. 07 (30년 운영)

- 사업규모 : 해수담수설비_ 30,000㎡/일

- 발주처 : ㈜해담광양(SPC)

- 수요처 : POSCO

- 시공 : 포스코건설

- 운영 : 포스코O&M

- 사업형태 : 민간투자사업 (PF, 재무투자 100%)

해수
(온배수)

담수
(생산수)

취수펌프 DAF(가압부상) UF(정밀여과) 고압펌프 1단 RO(역삼투)

농축수

방류

2단 RO(역삼투)

Booster펌프

PX (에너지회수장치)

No Leakage
No Rust
No Noise

Clean Plant

COMPACT DESIGN 운영자를 위한 설계(고소음 시설 분리설치)

RO 고회수율 공정적용 UF+RO 직결형 공정적용

기존 발전소의 온배수 사용(경제성 확보) 국내 최대 산업용수 해수담수화 실적

UF시스템

Feed
pump

HP
pump2

RO시스템

역삼투 담수화 장치 및 방법 특허



폐기물
자원화

* 포항 SRF

- 사업방식 : BTO

- 시설규모 : 연료화 800톤(일)

광주SRF 연료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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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량이 높다

(3,500kcal.kg이상)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

균질한 성상으로

안정적 연소가 가능하다

고효율 발전이

가능하다

- 사업방식 : BTO

- 시설규모 :   연료화 500톤(일),  

발전 290MW(일) 

포항SRF 에너지화시설
폐기물 기계적 전처리

(선별/분리)
열병합발전시설

(전용보일러/증기터빈)
공해물질 감소

소각
음식물 PVC 잔재물 철재물

매립 매립 매립

원인물질 다이옥신 불연물

공해물질
발생

에너지효율/경제성 극대화/폐기물 처리비 경감

화석연료대체/자원순환형 사회구축

포스코O&M은 생활폐기물 속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친환경 에너지로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EPC(포스코건설)+O&M(포스코O&M) 연계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친환경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포스코O&M이 운영합니다.

인프라/플랜트ㅣ폐기물자원화

연료화시설 공정뿐만 아니라 자체 발전시설을 갖추어 발전시설의 운영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형연료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공급 합니다.

▶ 처리공정

Renewable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여 전력생산 연료로 대체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에너지로 공급합니다.

SRF(Solid Refuse Fuel,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 처리공정

▶ 지역난방 효과

보일러 등 열 생산 

시설과 연료의 저장 

수송 시설이 필요 없어 

화재, 폭발, 질식 

사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POSCO 소결공장 

배열을 이용한 

중온수를 생산하여 

공급하므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합니다.

실내온도를 24시간 

연속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일정한 온도의 

온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난방이 가능하며, 

기존 난방방식에

비하여 연료비가

절약되고 계량기

설치로 합리적인

난방비가 부과됩니다.

대규모 열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사용하게 되므로, 

자체 보일러의 교체, 

수선유지비 등이 

절감 됩니다.

안전함 친환경 쾌적함 편리함 경제적

공급배관

주택용
효자 그린아파트 등

업무용
영일대, 한마당 체육관 등

공공용
POSTECH, 가속기 연구소

포항시 실내수영장 등

배열보일러

소결광

소결광(800℃)

To : Furnace

기존 Hood

신설 
Hood

Hot Gas 350℃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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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방식 : 민간위탁

- 시설규모 :   소각160톤(일) /  

재활용선별 16톤(일) /  

양산타워, 북카페 등

- 사업방식 : BTO

- 시설규모 :   건조 230톤(일) / 소각 

62톤(일)

양산 자원회수시설 여수 국가산단 슬러지처리시설

▶ 처리공정

용융공정

악취
제거탑

코크스
저장소

석회석
저장소

온수열교환기

요소수탱크

소석회탱크 양산타워

활성탄
저장소

지역난방공사

용융로 연소실 폐열보일러 여과집진기 유인송풍기 가스가열기 연돌반건식반응탑

악취제거
송풍기

폐기물
저장조

폐기물 크레인

계량대 반입장

크레인
제어실

반입공급공정 에너지회수공정 배가스처리공정 배기공정

반입공급
공정

기능 : 생활쓰레기를 저장, 용융로로 투입하는 기능

설비구성 : 생활쓰레기를 600톤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폐기물크레인, 부자재공급시설, 각종 악취제거설비 등

에너지회수
공정

기능 : 열분해가스를 완전연소하고 이때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는 기능

설비구성 : 연소로, 폐열보일러, 온수열교환기 등

배가스처리
공정

기능 : 배가스 중 미량의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기능

설비구성 : 무촉매탈질설비(SNCR), 반건식반응탑(SDR), 여과집진기, 활성탄 공급설비 등

배기공정
기능 : 유해가스를 제거한 배가스의 오염물질 측정 및 대기확산을 위한 기능

설비구성 : 유인송풍기, 가스가열기,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등

용융공정
기능 : 투입된 쓰레기를 건조, 열분해, 용융하는 기능

설비구성 : 로정설비, 용융로, 출탕구개폐기 등

생활폐기물의 첨단처리 공법 “열분해 용융(鎔融)방식”을 다년간 운영한 노하우와 전문 기술인력을 바탕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POSCO 제철소 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열을 회수하여 

포항지역 주택, 업무, 공공 시설로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 지역난방



   포스코O&M의 기술을 기반으로한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

     포스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 플랜트 운영 표준 및 다양한 O&M 기술 

- 관리자와 같은 O&M 시스템 활용 

- 생산성 극대화를 통한 고객만족

   계약 초기 단계부터 투입 되어, 성공적인 시운전 및 Ramp-up 수행

▶ 시운전 Flow ▶ 시운전/조업지도

플랜트 
시운전

시운전 단계

각 단계별 시운전업무 수행
- 위치 :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 시설규모 : 연산 300만 ton

- 위치 : 인도네시아 Cilegon

- 시설규모 : 연산 300만 ton

브라질 CSP 일관 제철소 인도네시아 일관 제철소

준비단계

시운전 기본계획서 작성

시운전 세부계획서 작성

시운전 Manual 작성

교육/훈련단계

조업, 정비(기계, 전기, PLC, DCS)

요원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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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DCS : Distributed control system

*   인도네시아 일관 제철소

세계 최대 규모의 포항·광양 제철소의 플랜트 시운전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 시운전, 기술지원, 설비개선까지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스코 제철소 등 국내외 굴지의 플랜트를 

안정적으로 시운전해 왔습니다.

인프라/플랜트ㅣ플랜트 시운전

Expert
포스코 포항·광양 제철소 등 철강 플랜트 건설·수명연장·설비개선 사업 후 초기 설비를 시운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철강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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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완료된 기기를 상업운전 시점까지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예방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각종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을 지원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하는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긴급 복구작업 등을 수행합니다.

▶ 주요 업무

- 위치 : 파나마 콜론 시

- 시설규모 : 381MW/18만㎥ LNG

파나마 콜론 복합발전/LNG 터미널 

- 위치 : 필리핀 마닐라 북동부

- 시설규모 : 304MW

필리핀 마신록 석탄화력 발전소

시운전 기본계획서 작성

기본공정 및 조직, 

인력투입계획, 안전계획

시운전 세부계획서 작성

세부공정 및 조직, 

시운전 요원 및 

Supervisor 투입계획

예비 점검 및 시험 최초 부하 시험 및 

신뢰도 운전 시험

성능 시험 및 

상업운전

LF, RH 운전실 TLC경동 Roll gap checker adjustment

열병합, 화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시운전 및 종합 성능검사를 통해 준공품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발전/화공 플랜트



SOC

- 사업방식 : BTO

- 시설규모 : 연장(28.88km), 해저터널(5.46km)

- 사업방식 : BTO

- 시설규모 : 연장(38.5km)

- 사업방식 : BTO

- 시설규모 : 연장(27.4km)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시설 시스템 교통

도로, 구조물, 부대시설 관리 ITS , TCS , ETCS, 면탈 시스템 교통순찰, 도로상황 관제 요금징수, 영업소 관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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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인프라/플랜트ㅣSOC

Convenience
도로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차량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점검 및 보수로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로운영

포스코O&M은 통합운영관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 

오랜 기간 안전하고 원활하게 유지관리되도록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지킵니다.

해저통과 구간이 포함된 초장대 터널과 고속도로를

가장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지능형 첨단 교통정보시스템  * TCS(Toll Collection System) : 요금징수시스템  * ETCS(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 자동요금징수시스템



No 사업명 시설용량 비고

하수

용인 에코타운 민간투자사업 운영

· 하수처리 : 68,000톤/일

· 슬러지처리 : 220톤/일

· 바이오가스 : 250톤/일
수행예정

김포 레코파크 증설 민강투자사업 운영 · 김포STP(증설) : 12,000톤/일 수행예정

김포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

· 김포STP : 80,000톤/일

· 고촌STP : 12,600톤/일 

· 통진STP : 40,000톤/일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 안양STP : 250,000톤/일

· 석수STP : 300,000톤/일

· 건조시설 : 120톤/일

파주 하수관거 BTL 운영 (1단계)
· 하수관거 : 185km

· 배수설비 : 5,412개소

파주 하수관거 BTL 운영 (2단계)
· 하수관거 : 233km

· 맨홀펌프장 : 47개소

김포 하수관거 BTL 운영
· 하수관거 : 267km

· 배수설비 : 4,245개소

천안 하수관거 BTL 운영
· 하수관거: 208km

· 배수설비 : 8,845개소

포항 하수관거 BTL 운영
· 하수관거 : 117km

· 배수설비 : 4,016개소

인도네시아 일관밀 제철소 배수종말처리시설 운영
· 배수처리 : 28,000톤/일

· 재이용 : 7,000톤/일

해수담수 광양 동호안 해수담수화시설 운영
· 해수담수화 : 30,000톤/일

· 가압부상, MF, BW R/O, SW R/O

폐기물

자원화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관리운영
· 폐기물연료화시설 : 500톤/일

· 발전시설 : 290MW/일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 · 폐기물연료화시설 : 800톤/일

양산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 소각시설 : 160톤/일

· 재활용시설 : 16톤/일

· 양산타워시설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
· 건조시설 : 230톤/일

· 소각시설 : 62톤/일

송도 5,7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의무운전
· 주관로 L = 16.1km

· 중앙 집하장 : 2개소

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 운영
· 인천~김포 : 28.8km

· 영업,시설,교통,시스템 등

수원광명고속도로(통합) 운영
· 수원~광명 : 27.4km

· 교통 및 시설운영 등

서수원평택고속도로(통합) 운영
· 서수원~평택 : 38.5km

· 교통 및 시설운영 등

프로젝트 명 수행 기간

인도 IISCO 고로 시운전 및 초기 조업 2010.06 ~ 2012.03

중국 장가항 ZPSS 스테인리스(ZRM, C-APL, H-APL, CBL) 시운전 SV 2011.01 ~2013.04

인도네시아 일관밀 제철소 공정관리 및 시운전 2012.01 ~2015.04

브라질 CSP 일관밀 제철소 공정관리 및 시운전 2013.01 ~ 2016.08

베트남 포모사 원료처리 SV 및 시운전 2014.04 ~ 2015.04

사우디 ARAMCO 황이송 설비 시운전 2016.09 ~ 2017.09

프로젝트 명 수행 기간

태국 방착 3E 발전 시운전 2017.03 ~ 2017.06

광양 SNG 시운전 및 성능 시험 2017.03 ~ 2017.06

파나마 콜론 복합발전 시운전 2017.07 ~ 2018.09

파나마 콜론 LNG 설비 시운전 2017.07 ~ 2018.07

필리핀 마신록 석탄화력 발전 시운전  2018.01 ~ 2019.12

포항 SRF 시운전 2018.04 ~ 2019.01

신평택 복합발전 시운전 2018.07 ~ 2019.12

▶ 철강 플랜트

▶ 발전 /화공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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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사업분야 수행 실적 플랜트 사업분야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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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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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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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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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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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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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F & LEISURE 

골프 & 레저 부문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대한민국 남도의 명문컨트리클럽 
편백나무숲 글램핑이 있는 곳, 알고 계십니까?



명문클럽에서 즐기는 라운딩 

힐링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10대 명문클럽

당신의 뒤에서 세상을 더 가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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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 LEISURE
골프&레저 부문 사업영역

포스코O&M은 레저 부문 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해 골프장과 골프텔 및 글램핑 등

다양한 레저시설 운영으로 차별화된 레저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SEUNGJU COUNTRY CLUB

GLAMPING

J-PUBLIC

GOLF & 
LEISURE

승주컨트리클럽

승주컨트리클럽은 순천만과 다도해가 내려다보이는 

63만평의 광활한 대지 위, 자연 그대로 어우러진 

국제 골프대회가 가능한 27홀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J-Public

아름다운 전경과 맑은 공기, 푸른 호수가 함께 어우러진 골프장으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는 난이도 높은 코스의 J-Public은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클럽입니다.

승주CC 글램핑

승주컨트리클럽 내 글램핑장은 편백나무 숲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색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가족, 연인과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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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남 순천시 별량면 오실길 333 승주컨트리클럽

승주컨트리클럽

서울지역

대구지역

부산지역



승주
컨트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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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컨트리클럽은 자연 속에 숨 쉬는 편안한 여유로움과

사계절 자연의 다채로운 변화를 감상하며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남도의 자랑입니다.

63만평의 대한민국 남도의 명문클럽

국제골프대회가 가능한 27홀의 승주컨트리클럽

골프 & 레저ㅣ승주컨트리클럽

넓은 페어웨이와 도전적인 벙커, 워터 해저드는 다양한 전략적 플레이를 

요구하며, 자연 속에 숨 쉬는 편안한 여유로움과 라운딩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주컨트리클럽

 홀수 27홀 회원제 / PAR 108 

 홀길이 : 총 : 9,682m

 동코스 : 3,362m 

 남코스 : 3,190m 

 중코스 : 3,130m  

 그린  One Green System 

 Green : 벤트그라스 

 Teeing Ground : 캔터키 블루그라스, 미드나이트

 홈페이지 : www.sjcc.co.kr / m.sjcc.co.kr 

 전화번호 : 061-740-8181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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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지형 그대로를 살려 디자인된 3개의 코스는 순천만과 다도해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남코스와 탁 트인 넓은 페어웨이와 편안함을 주어 호쾌한 티샷을 

날릴 수 있는 동코스, 섬세한 샷과 전략적인 공략이 필요한 중코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넓은 페어웨이와 매력적인 코스로 많은 골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승주컨트리클럽 특징

순천만권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골프텔은 자연의 품 안에서 즐기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전체 40개의 객실로 단체 활동이 가능한 세미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운딩 후 편안한 휴식 골프텔

① 로비

② 클럽하우스 

③ 레스토랑

④ 중코스

⑤ 골프텔

⑥ 힐링하우스 전경

⑦ 골프텔 로비

⑧ 세미나실

⑨ 침대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⑦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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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컨트리클럽은 국내외 명문 골프장들과 업무 제휴를 통해 회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늘려가고 있으며 

국내 지역별 9개 골프장 및 해외 12개 골프장과의 MOU 체결을 통해 더욱 풍성한 회원의 권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승주컨트리클럽 회원 혜택

안성베네스트(경기도 안성) 가야컨트리클럽(경남 김해시)한원컨트리클럽(경기도 용인)

보라컨트리클럽(울산광역시 울주군) 라온골프클럽(제주시 한경면)

대구컨트리클럽(경북 경산시) 파미힐스컨트리클럽(경북 칠곡군 왜관읍)에이원컨트리클럽(경남 양산시)

필리핀 솔레어 리조트 & 카지노 마닐라 여행중국 대련 홍기곡CC 휴양의 파라다이스 하와이(YHB Hospitality Grup)

남코스 4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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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글로벌 디자인 건축가 아뗄리아 장(장수현)이 설계한

승주컨트리클럽 내 글램핑장은 편백나무 숲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색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가족, 연인과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별과 나무와 바비큐 파티가 있는

편백나무숲 속의 힐링 글램핑장

골프 & 레저ㅣ승주CC 글램핑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편백나무숲 산책로와 객실마다 완비된 개별 

바비큐장, 그리고 글램핑인 듯 펜션인 듯 이색적인 인테리어의 쾌적한 시설은 

물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품격 있는 글램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글램핑장 특징

Healing

승주CC 
글램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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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트 : 47㎡ (14평) 기준인원 2명 / 최대 4명 / 7동 

반딧불 : 67㎡ (20평) 기준인원 2명 / 최대 6명 / 7동 

마운틴 : 75㎡ (23평) 기준인원 4명 / 최대 6명 / 2동 

글램핑장 시설안내

객실 : 침대(더블 트윈), 에어컨, 옷걸이, 테이블, 헤어드라이어

주방 : 전기밥솥, 식기일체, 조리기구일체

욕실 : 샴푸, 바디워시, 비누, 치약

대여 품목 : BBQ그릴, 해먹, 인원추가 침구세트

객실 내부 정보

큐텐트 반딧불 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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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로 100 제이퍼블릭골프클럽

서울

사직로
통일로

제이퍼블릭골프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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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전경과 맑은 공기, 푸른 호수가 함께 어우러진 골프장으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는 난이도 높은 코스의 J-Public은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클럽입니다.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펼쳐지는 

푸른 호수가 함께 어우러진 클럽

골프 & 레저ㅣJ-Public

초록빛 필드 위에 펼쳐지는 절묘한 코스, 각 홀은 최상의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보자와 상급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홀 구성은 J-Public만의 자랑입니다.

J-Public

Near  
Public

 6홀(기본 12홀 운영) 

 PAR : 12홀 48PAR 

 클럽하우스 : 1,527m2(462평/2층) 

 관리동 : 430m2(130평/2층)

 운영시간 :   하절기(3월~11월) 05:30~20:00  

동절기(12월~2월) 09:00~14:30

 홈페이지 : www.jpublic.co.kr 

 전화번호 : 031-8071-0808

J-Public



9190

① 골프 코스

② 6홀 그린

③ 1홀 그린

④ 6홀 페어웨이

⑤ 2홀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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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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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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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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CO CENTER 승주cc 골프장포스코타워 송도 포항SRF테크노마트 – 21 김포레코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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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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경력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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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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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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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원이 급여의 1%를 기부하는 ‘1% 나눔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와 지역사회, 소외계층 자립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나눔 활동

복지센터 시설 보수 활동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승주CC 작은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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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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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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간담회 CEO와 대화 워라밸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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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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