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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른데 자산관리 서비스는 왜 똑같을까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은 아닐까

똑같은 생각에서 멈추기 때문은 아닐까

모두가 최선이라고 안주할 때, 모두가 최고라고 만족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던 자산관리, 포스커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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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커버리(POSCOVERY=POSMATE+Discovery)는 
포스코그룹의 종합서비스 전문기업 포스메이트의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로써 지금까지의 시설관리와 빌딩운영을 넘어 빌딩의 생애주기와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부동산 관리를 통해 자산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포스메이트의 의지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포스메이트에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메이트는 포스코그룹의 종합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고객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고객 감동의 다양한 서비스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인 포스코센터의 운영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성, 안전ㆍ보안 부문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관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메이트는 고객의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FM(Facility Management), PM(Property Management)서비스와 

건물 Life-Cycle 관점에서 기술컨설팅, 입ㆍ퇴거 서비스, 임대차, 매입매각 등의 

One-Stop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는 잔디의 밀도, 그린의 빠르기, 산소의 농도 등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고품격 고객님들에게 국제수준의 골프와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골프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메이트는 고객 여러분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스메이트 대표이사   박 세 연

CEO Message

포스코그룹� 자산관리� 노하우로� 

귀사의� 성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연혁 History

2013. 01. 포스메이트 - 승광 통합
   

2012. 09. 포항 지역난방사업 영업양수

2012. 04. 에너지경영시스템 ISO50001 인증 획득

2011. 03. 실내 공기질 인증 획득
  
    

2010. 11. 포스코 송도 글로벌 R&D Center 운영관리 개시

2010. 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우수(A)등급 취득(공정위)

2010. 04. 포스코 E&C 타워 운영관리 개시
  

2009. 12. 집단에너지 산업대상 - 
                기업부문 단체상 수상(지식경제부)

2009. 10. 시설관리 서비스 KS 인증 획득

2008. 09. OHSAS 18001 (안전·보건) 획득

2008. 06. 파주 J-Public 골프장 오픈
  

2007. 01. 포스메이트(POSMATE)로 상호 변경
  

2005. 09.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노동부) 

2005. 05. POSCO 계열회사 편입
  

2000. 08. 포항 공동주택관리 운영관리 개시
 (’01. 11. 1. 지역난방 설비·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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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0. 부산시 신청사 운영관리 개시 
  

1996. 11. 테크노마트 - 21빌딩 운영관리 컨설팅 
  

1995. 01. POSCO CENTER 운영관리 개시
  

1994. 04. (주)동우사로 상호 변경 
  

1990. 12. (주)포우진흥 설립 
 

고객 최우선 경영의 원칙 아래 최고의 자산가치를 창조합니다  
  

1990년 포우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어엿한 청년으로 우뚝 선 포스메이트,

포스메이트의 변하지 않는 원칙은 바로 고객 최우선 경영입니다

10

SS&CCSS&CC포스코센터 포스코에너지미래관

금세기포스코R&D센터포스코R&D센터 포스코P&S타워포스코P&S타워 대우ENG대우ENG 금세기 포스코ICT

포스코경영연구소 IT벤처타워

J-Public포스코E&C타워

승주CC상록타워상록타워

동북아무역타워동북아무역타워

포스텍기술투자

1990~
      1999

2000~
      현재

Client



it’s POSCOVERY
세계 속의 국민기업 포스코그룹과 함께 해온 포스메이트!

포스메이트의 발걸음은 ‘포스커버리’의 연속이었습니다.
  

1990년 첫걸음을 뗀 포스메이트는  인텔리전트 빌딩인 포스코센터에 대한 운영관리를 시작으로

서울, 포항, 인천 등 전국 각지의 오피스, 연구소, 플랜트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빌딩경영을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 자산관리의 역사를 새롭게 써왔습니다.
  

고객사에 최적화된 시설관리에서 빌딩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고려한 

기술컨설팅, 임대차, 매입매각 등의 One-Stop 자산관리서비스까지!

이제 포스메이트의 특별한 자산관리 시스템으로 귀사의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 

_임대차

_투자자문

빌딩경영

_설비 운영ㆍ컨설팅

_빌딩진단

전문건설공사
(전기ㆍ기계ㆍ소방 공사 외)

시설보안ㆍ차량위탁관리

지역난방

골프사업 

Fields of
Business

사업영역



건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측면에서 포스메이트만의 특화된 종합패키지 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M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FM기술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인 FM기술능력을 토대로 중단 없는 

경영의 연속성을 지원하겠으며, 포스메이트만의 자산관리 역량을 토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Life Cycle Cost의 83%에 해당하는 운영관리비용의 중점관리방안을 수립, 적용하여 효율화 함으로써

Cost Down 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M, FM 분야 

전문 지식, 풍부한 경험 축적

차별화된 품질의 Service 제공

운영비용의 효율화ㆍ수익성 증대

건물운영의 최적화

자산가치의 극대화

POSCO Family 자산관리 수행
POSCO Center, E&C Tower,
P&S Tower
Global R&D Center
NEATT(동북아 무역타워) 등

자산관리 Property Management

Beyond
Management
자산관리를 넘어서 자산가치를 발견합니다  

포스메이트는 포스코그룹의 부동산 자산관리 23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자산관리를 넘어 새로운 자산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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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관리 Premium Service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는

Premium
Service

자산 관리

- 예산/손익/원가/세무관리

- 리스크관리/제보험관리

- 자산가치 증식방안 수립

- 공무대행(대관청업무, 인허가)

임차인 관리

- VOC/CSI(고객만족지수)수행
- 임대마케팅/계약관리

- 임대료 청구/징수/미납관리

Research & Report

- 정기보고(월간/분기/년간)

- 사업계획서 수립

- 주요빌딩 DB관리

기업부동산 서비스

- 기업이전서비스

- 입주인테리어

- 원상복구공사

- 사무환경개선

임대차 컨설팅

- 임대대행

- 임차대행

- 적정 임대료 산정

- 계약협의

투자자문 기술컨설팅

- 매입/매각대행/금융유동화

- 사업타당성 검토

- 신축빌딩 도면검토/VE컨설팅

- 자산실사(물리적/재무적)

Life Cycle Cost 구성
(LCC, 생애주기비용)

기획·설계

Cost

0.4% 16.0% 83.2% 0.4%

건설 Cost

(출처. 일본능률협회)

운영관리 Cost 폐기처분

Cost



자산관리_임대차 Leasing Service

시장조사 신설, 증설, 이전 등 임차빌딩 물건 조사 및 분석

임차계약 임차 제안, 조건 협의, 계약기준 관리, 계약 체결

채권확보 담보물 확보, 채권 보전 조치, 담보권 실행

계약해지 보증금 회수, 채권말소, 원상복구공사 시행

실적 관리  경영계획, 실적마감, Monthly Report 작성

Risk 관리 부실채권 관리, 담보물 재평가(매년), 미수/경매 관리

기타 관리  원상복구 공사

공실관리 임대마케팅 활동 및 우량임차인 모집

Tenant 서비스 신규 임대계약

계약 유지관리 임대료 징수, 재계약 및 변경계약

계약 해지관리 원상복구, 명도, 부실 임차인 강제명도

실적 관리  임대 수입관리, 연체관리

시장조사  부동산 및 임대 시장조사, 적정 임대가 및 가치산정

제공 서비스   임대차 관련 종합시스템을 갖춰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시장조사분석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임대대행 서비스

대상물건의 조사/분석

임대계획 수립
임대면적 산출 등

임차대행 서비스

시장조사 및 물건 확보

Client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임차 공간/입지 등

시장조사를 통한 물건 확보

LEASING PACKAGE 개발

마케팅/임차인 선정/협상

계약 체결

사후관리

적정 임/관리비 산정
효율적 Tenant 관리
기타 계약조건

Portential Tenant 발굴, 유치
계약 조건 협상

Tenant 구성(우량/일반)

계약기간, 임/관리비, 기타조건 등

임대관리(신규/해지/갱신 등)
재무관리(임/관리비 수납 등)
법적관리(임대관련 소송)

임차대상물건 실사

임차대상빌딩 선정

사후관리

대상 빌딩의 소유주, 건물상태,
계약 조건, 법적 상태 조사

임차대상 빌딩 소유주와 세부계약 협상

계약 체결

계약기간, 임/관리비, 기타조건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차기 이전시/임차대행업무 수행

임대ㆍ임차 의뢰

CLIENT

임대

임차

포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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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 Service
포스메이트는 매칭에 탁월합니다  

임대차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임대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산관리_투자자문 Investment Consulting

Reading Trend
포스메이트는 트렌드를 앞서 읽습니다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과학적 분석으로 시대와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

부동산 투자와 운용에 관한 신뢰도 높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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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부동산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부동산 시장 흐름 파악

부동산 정보시스템

정기 조사된 오피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시간 업데이트된 정보 제공

부동산 시장 리서치

고객 부동산 자산이 위치한 지역의 유사 부동산을 선정하여 

고객자산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시장 동향 보고서 제공

맞춤형 리포팅

오피스 수요/공급 동향분석 및 전망    

오피스 임대시장 동향 조사 분석

- 서울 및 6대 광역시 임대료, 공실 현황 및 임대차 사례 등    

오피스 거래사례 조사 분석

- 권역별/매입용도별 거래동향 분석, Cap Rate 산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조사 분석

- Real Estate Funds, ABS, REITs 동향 분석

리서치 투자분석

사업영역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정책분석에서 맞춤형 리포팅까지 투자자문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대상 물건의 입지와 개발요인 분석

- 시장조사 및 사업환경 분석

- 개발 아이템 선정

- 물건 특성별 적정 임대료 수입 및 관리비 추정

- Cash Flow 분석(IRR, NOI)을 통한 투자수익성 분석

- 적정 매매가 산정    

기업 부동산 투자전략 및 운용방안 제시    

매입/매각 자문 서비스 제공



포항

37, 37/5(층)

45,008(평)
10/3(층)

12,533(평)15/4(층)

8,513(평)

포스코
엔지니어링

포스코ICT 판교

포스코
에너지 미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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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건물주는 물론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기술에 기반을 두어 기업고객의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빌딩 경영관리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빌딩 준공전 선투입, 안전진단컨설팅, 에너지효율화진단, 

임대차 관리, 빌딩 매입/매각, 빌딩 운영 관리, 빌딩 시설 진단 등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센터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계열사와 IT벤처타워, 

송도 동북아무역타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빌딩들이 포스메이트의 빌딩관리서비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빌딩경영 Building Management

서비스의 차원이 다릅니다  

포스메이트는 국내 인텔리전트 빌딩관리의 리더로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빌딩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진단

빌딩
매입/매각

빌딩
시설진단

빌딩
운영관리

임대차
관리

빌딩 준공전 선투입
안전진단 컨설팅

POSMATE
Service

포스코센터

포스코
P&S타워

IT벤쳐타워

금세기 빌딩 포스코
SS&CC타워

30,20/6(층)

54,744(평) 27/6(층)

13,097(평) 18, 18/6(층)

22,695(평) 13/4(층)

5,640(평)

포스리 사옥

14/4(층)

1,999(평)

16/1(층)

23,698(평)
6/1(층)

2,685(평)

5/1(층
)

32,937(평)12/2(층)

9,695(평)

포스코
E&C타워

후생
편의시설

기술연구소
본사사옥

후생편의시설
포스코특수강
(보안)

포스코
글로벌R&D센터

서울

경인

광양창원

빌딩관리 현황

14/3(층)

2,605(평)

포스코센터

포스타워

12/3(층)

2,411(평)

상록타워

25/2(층)

8,933(평)

동북아
무역타워

68/4(층)

59,566(평)

Total Service Provider

 
32,501(평)

48,769(평)

 
216,3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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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경영_설비운영ㆍ컨설팅 Total Management Consulting

설비 관리 항목

건축설비 건축구조물, 건축물 마감재

기계설비 열원설비, 공조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유류설비, 특수설비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시스템, 서버, 패널(조명제어, 전력제어, 기계설비제어 등)

 Field Device(센서류, 구동기류)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배전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전열설비, 

 피뢰 및 접지설비, 발전기, 운송설비(E/L, ESC)

소방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방범설비 CCTV, 출입통제설비

정보통신설비 전화교환설비, 전용선설비, 네트워크설비, 방송설비, AV시스템

설비ㆍ운영 및 관리 기대 효과

투자비용, 운영비용 절감

설비의 예상치 못한 Shut Down 방지

건물의 Life Cycle 연장

건물의 Life Cycle Cost 절감

최적의 설비 시스템 유지 및 안전 유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집적된 Total Management 
Consulting으로 전문적인 관리인력과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공단과의 MOU체결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REMS 개발 및 실시간 에너지관리, 설비현황 모니터링 제시

ISO50001 인증을 통한 전문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산 KINTEX 에너지컨설팅

업무생산성 지원 포스메이트는 빌딩 사용자의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lean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깨끗한 공기질

Communication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

Comfort
조경 및 휴게공간

- 충분하고 편안한 Refresh 공간
지적재산 보호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예방적 FM

PreCAUTION

R&D센터

포스메이트는 효율을 생각합니다  

시스템과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비용절감과 관리효율을 높이고

컨설팅을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건물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Think Efficiency Total Management Consulting 고객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운영 기법을 제공합니다.

도면 검토 컨설팅   

착공 전 도면 검토로 건축물 최적화안 제시 

비용 절감을 통한 LCC(Life Cycle Cost) 절감안 도출

적정 설비 제안을 통한 건축비 절감

관리 운영 컨설팅  

IBS 빌딩경영 노하우로 최상의 Service Quality 제시

적정 운영인력 산정 및 기계화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안 제시

관리 매뉴얼 제시를 통한 Service Quality 제공

기술교육 컨설팅    

테크노마트, 중국 루자쭈이 플라자, 베트남 다이아몬드 플라자 등 

국내외 주요빌딩 기술컨설팅 수행

중국 육가취 그룹 등 건물관리기법, 현장혁신활동 교육컨설팅

열화상, 기계진동 등 빌딩관리 전문교육훈련기관 운영을 통한 기술력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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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예비율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블랙아웃, 화재, 풍수해, 지진, 

승강기, 보안 등 발빠른 상황별 위기 대응능력으로 안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희망찬 공간을 만듭니다.
  

포스메이트는 위기 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능력을 

보유하여 ‘위험을 먼곳에 안전을 가까이’에 두는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으며, 입주사 간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전기, 기계, 건축, 방재 등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설비유지관리 및 

민원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에너지 사업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행복을 만듭니다

국내 최초 ISO50001 인증으로 검증된 전문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인텔리전트 빌딩경영과 

REMS(Real-time Energy Management System),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 

BESS(Building Energy Storage System)에 의한 최적효율의 설비운전으로 

BETC(Building Energy Total Care)를 실현해 나갑니다.
   

포스메이트는 포스코센터와 테크노마트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 루자쭈이 플라자, 

베트남 다이아몬드 플라자 등 해외에서도 빌딩관리 기술컨설팅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에너지관리공단과의 긴밀한 에너지 협력관계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에너지 정책사업인 BETC(Building Energy Total Care) 

에너지관리 컨설팅을 협력ㆍ수행하고 있습니다.
  

REMS(Real-time Energy Management System) 컨설팅을 통한 빌딩 내 각종 동력설비와

시스템 에너지 사용 최적화, 설비 낭비요인 분석과 노후설비 개선 검토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에너지 수요관리방안과 다양한 절약방법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통한 그린 빌딩을 지향하며 차별화된

최첨단 공조시스템과 앞선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관리하여 

숨쉬기 좋은 소중한 삶의 공간을 지킵니다.
 

포스메이트는 크레비즈인증원으로부터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았으며, 

우수한 실내공기질 관리기법과 국내 오피스빌딩 최초로 실내 공기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차별화된 자연친화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사무실 이산화탄소 제어, 

엔탈피 제어를 통해 최첨단 공조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로 덕트로봇청소기를 개발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서비스와 전기집진 방식을 이용한 빈틈없는 미세먼지 관리를 통해 

숨쉬기 좋은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빌딩경영_빌딩진단 Building Diagnosis

Best
    Condition

과학적인 빌딩진단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건물의 안전과 노후도 진단은 물론 

에너지와 생산성까지

포스메이트의 진단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됩니다

위기 대응  상황별 맞춤 훈련으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을 만듭니다 

친환경 빌딩  Green빌딩의 선두주자로 아름다운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안전 
그 이상의 
가치실현

화재

에너지관리공단 
BETC 업무협약

설비진단 및 방안제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ISO50001)

실시간 입주사별

 에너지사용량 

제공

과거 사용량

패턴 비교로 

최적 시나리오

제공

설비 가동 현황

모니터링 제공

에너지사용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

REMS

실내공기질인증

덕트로봇청소기

미세먼지측정

지진풍수해 대테러정전

비상상황

훈련계획

승강기 구출훈련

블랙아웃 대비 정전훈련

입주사 소방 훈련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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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변성 있는 공간구획 및 책상배치로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소통과 자율성,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학습을 통해 창의력과 생산력이 배가되는 공간을 구현합니다

포스코센터 Smart Office(2011)

26

전문건설공사 Interior

24

사업분야OFFICE INTERIOR(Smart Office)

판교 포스코TMC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2012)

23 it’s POSCOVERY   Interior 전문건설공사

포스코 경영연구소 연구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2012) 포스코 R&D Center 연구동 9,10F(2011) 



26

사업분야전문건설공사(기계/소방/전기/통신)

 전문건설공사 Interior   it’s POSCOVERY

한남동 파리크라상 별관 신축 기계ㆍ소방 공사

일죽 벤츠 부품창고 신축 설비 공사

2426

전문건설공사 Interior

대한전선 15, 16, 24~28F(2012)

사업분야OFFICE INTERIOR(Smart Office)

25 it’s POSCOVERY   Interior 전문건설공사

“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

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플랜트안의 배관ㆍ기계기구 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 제어시스템ㆍ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EHP)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PCA 생명보험 광주 상무힐타워 5F 인테리어 공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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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안 Security  차량위탁관리 Car Service

27 it’s POSCOVERY   Security 시설보안 Car Service 차량위탁관리 

전방위 보안서비스  

시설 보안
  

방문객 접수와 출입증 발급, 출입차량 안내, 검문검색, 자재 및 

제품 입출고 확인, 보안 책임구역 순찰 등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curity

에너지 절약과 CO₂ 발생량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포스메이트는 2001년부터 
포항지역에 냉ㆍ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등 열생산 시설과 연료의 저장ㆍ수송 시설이 필요 없어 

화재, 폭발, 질식 사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안전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POSCO 소결공장 배열을

이용하여 공급하므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합니다.
친환경

실내온도를 24시간 연속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일정한 온도의 온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쾌적성

선택 난방이 가능하며, 기존 난방방식에 비하여 연료비가 절약되고 

계량기가 설치되어 합리적으로 난방비가 부과됩니다.
편리성

대규모 열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사용하게 되므로, 

자체 보일러의 교체, 수선유지비 등이 절감 됩니다.
경제성

업무/공공용

주거용
(아파트용)

열 생산
설비

열수송관

친환경 지역난방공급

District Heating

행정지원업무 수행  
위탁 차량에 대한 정비와 주유, 점검, 검사 등 일체의 차량유지관리업무 및 제세금, 공과금, 보험관리 등의

대납과 차량운행일지, 정비이력 등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차량직원 종합관리  
차량직원에 대한 채용과 급여, 인사, 노무관리, 노사협의, 

안전교육과 퇴직, 보험 등 복리후생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직원 출퇴근 버스운영(POS-POOL)  
고객사별 직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출퇴근을 위하여

다양한 운행노선 운영, 이용객 VOC수렴 및 개선, 

비용정산 대행 등의 종합적인 출퇴근 업무 지원을 수행합니다.

도급총액방식 용역 시스템  
서울, 포항, 광양, 창원지역의 차량 운전원 배치와 차량배차로 기업 임원 승용차, 업무용 차량, 

직원 출퇴근 버스 등의 업무를 도급총액제 방식의 용역체제로 제공합니다.

신개념 차량위탁관리

Car Service

지역난방 효과



골프장 운영 Golf Business

서울, 수도권과 가까운 퍼블릭 골프클럽 - 파주 J Public

강남에서 1시간, 일산 교하 등 신도시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파주 J-Public 골프장은 페어웨이를 정규홀 수준의

난이도로 설계해 골프를 만끽할 수 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최적의 배수 시스템과 조명 시설을 갖춰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라운딩을 즐길 수 있으며, 레스토랑과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넘어 골프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포스코가 짓고 포스메이트가 운영하는 64만평, 27홀 승주컨트리클럽과

강남 1시간대 파주 J-Public을 통해 새로운 골프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Make a Culture

홀수 27홀 회원제 / PAR 108
홀길이 동코스 : 3,362m
남코스 : 3,190m
중코스 : 3,130m  총 : 9,682m

전남 순천시 상사면 오실길 333번지(오곡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7-1번지

그린  One Green System
Green : 벤트그라스
Teeing Ground : 
캔터키 블루그라스, 

미드나이트

www.sjcc.co.kr
m.sjcc.co.kr

전화예약 

061)740-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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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Way : 야지 및 중지
카트시스템 : 전동식 5인 승용카트

코스리뉴얼 : 남코스 2006년 
                동코스 2007년
                중코스 2008년

www.jpublic.co.kr
전화예약 

031)8071-0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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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전자유도식카트

프로샵, 레스토랑, 락커 및 목욕시설

약 120대 차량의 주차시설

리더를 힐링하는 남도명문 고품격 골프클럽 - 승주컨트리클럽

여수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승주컨트리클럽은 순천만과 다도해가 내려다 보이는 64만평 대자연 위에 3개 코스를 갖춘 

27홀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남해바다와 아름다운 섬을 바라보며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남코스, 탁 트인 페어웨이에서 시원하게

샷을 날릴 수 있는 동코스, 섬세한 매력을 지닌 중코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헌 Social Contribution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함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Recruit

무료 점검ㆍ보수

지역사회 보육시설과 요양원에 대한 시설물 점검과 

보수 등의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나눔 활동

전 직원이 기본급의 1%를 후원하는

 ‘1% 나눔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활동

‘1사1하천(탄천)’ , ‘1사1로(테헤란로)’, ‘1사1문화재(선정릉)’ 등

지역 환경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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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생각의 가치 발견자
포스메이트는 인화력과 유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Brain
    to Heartfrom

1 2

3 4

인화력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 
아름다운 인간미와 도덕성을 갖추고 타인과 협조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지닌 인재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창의와 기술로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며 미래를 예측, 대비하는 사람

주인의식을 가지고 발전하는 전문인 
자기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열의를 가지는 사람 

능동적인 자기개발로 최고를 지향하고, 

자기분야에 주인의식과 Vision을 가진 사람

‘사랑의 연탄나눔’ 

‘묘목심기 활동’ 

1.1% 나눔선포식 2.시설물 보수 3.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봉사 4.환경정화수생식물 식재



www.posm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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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Status of Workplace

포스메이트의� 발견은� 멈추지� 않습니다� � 

서울과� 포항�,� 광양�,�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사업장에서� 

새로운� 자산가치의� 발견�,� 포스커버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