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LF &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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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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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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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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REAL ESTATE SERVICE

GOLF & LEISURE

INFRA/PLANT

INTERIO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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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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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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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