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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대표이사 : 손 건 재 

ᆞ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해성1빌딩) 8층

ᆞ전    화 : 02-528-2960

ᆞ팩    스 : 02-567-5461

ᆞ웹사이트 : www.posmate.com

>>>  회사연혁

• 1994 ㈜ 동우사 설립 → 2007 포스메이트 변경
• 1998 ISO9001 : 품질, ISO14001(환경) 인증
• 2003 ISO9001 : 2000(환경) 규격전환 인증
• 2005 POSCO 계열회사 편입
• 2005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 2008 OHSAS18001 : 2007 인증획득
• 2009 시설관리 서비스 KS인증
• 2010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우수(A)등급
• 2012 에너지경영시스템 ISO50001 인증
• 2012 실내 공기질 인증 획득

 대표자 인사말✤
‘한발 앞선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가치창출을!

 우리의 행복은 고객의 가치창출로부터!’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세계속의 국민기업 포스코그룹과 함께 해온 포스메이트 !
1994년 첫걸을 뗀 이후 포스메이트는 포스코센터를 비롯해 오피스, 연구소, 
공장등의 운영과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자산관리의 역사를 새롭게 써왔습니다. 
고객사에 최적화된 시설관리에서 빌딩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고려한 
기술컨설팅, 임대차, 매입매각 등의 one-stop 자산관리서비스까지!

포스메이트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와 존경받는 기업만이 지속발전이 가능함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따듯함을 나누고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ISO9001(품질), ISO14001(환경), ISO2000(환경), OHSAS 18001 인증획득, 
시설관리KS인증」

등 많은 성과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가치창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전문분야를 통해 예측정비 또는 설비진단, 열 화상분석을 통해 
산업설비 이상상태를 인지하여 사전정비를 진행함으로써 고객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설비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전  화 팩  스 E-mail

유대석 과장 02-556-3621 02-3453-3621 yds0730@posmate.com

     

- 2 -

 훈련 과정(커리큘럼)✤

▣ 상세내용(ISO 18436-7, 열화상진단 Category Ⅰ)
  가. 설비진단 기술의 개요 및 진단기술자 자격제도 소개 
  나. 열 화상 분석에 따른 카메라 및 열화상 이미지 촬영, 교정작업
  다. 적외선 열 영상의 해석 및 분석
  라. 열화상 분석의 정비 적용(기계설비, 전기설비)
  마. 프로그램 설계 구현 및 관리(ISO 국제표준)
      ∙ 적용분야 절차, 접근방식, 보고서작성
  바. 설비 진단 및 수명예측
  사. 모의 시험(평가)

▣ 교육 목표
  가. 설비 진단 기반의 상태감시
  나. 열화상 진단의 기본원리 학습 및 응용
  다. 열진단 관련 다양한 현장 사례 학습
  라. ITC Level 1 자격 취득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32HR)오 전 중식 오 후

1일차
열화상

개요
열 물리학

중식

12:00

~

 13:00

열 물리학
09:00~18:00

(8HR)

2일차 열 화상분석 열 화상분석
09:00~18:00

(8HR)

3일차 산업분야의 열화상 분석
열화상 분석의 

정비 적용

09:00~18:00

(8HR)

4일차
열화상 분석의 정비 적용

현장 실습

현장실습

평가

09:00~18:00

(8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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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강사 보유현황

영역 성명 소속 보유 자격증

영역Ⅰ 윤종석

포스메이트

18436-7(열화상Category Ⅰ)

영역Ⅰ 김갑호 18436-7(열화상Category Ⅰ)

영역Ⅰ 김동희 18436-7(열화상Category Ⅰ)

영역Ⅰ 임강민 외부강사

소음진동기술사

ITC Level3 열화상기술자

ISO 18436-2 영역4 진동기술자

 훈련센터 시설 현황

▣ 교육장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포스코센터 교육장)

▣ 전 화 :  02-3457-4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