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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의 도전, 100년의 새 꿈

History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짓다.

견고한 초석을 다지다
With Belief

도약을 꿈꾸다
With Achievement 

더불어 함께 발전하다
With Sustainable society

1995 - 2002 2003 - 20081970 - 1994

1970
㈜제철기술 컨설턴트 창립
Founded Steel Mill Engineering Consultant Co., Ltd 

1972 
㈜스매크로 상호변경
Changed the company name to SMEC Co., Ltd

1973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업 등록
Registered Plant Engineering Service Business

1980
㈜세마건축으로 상호변경
Changed the company name to Sema Architects & 
Engineers

1982
㈜포스코에서 전액 출자
100% Investment of POSCO

1991
포스코센터 설계
Design of POSCO Center

1994 
베트남 IBC 다이아몬드플라자 설계
Design of Vietnam IBC Diamond Plaza

1995
㈜포스-에이.씨. 종합감리 건축사사무소로 상호변경
Changed the company name to POS-A.C. Co., Ltd
(POSCO Architects & Consultants)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Registered Safety Inspection-Specialized Agency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
Reported Engineering Activity Agent

1996
상해 포스플라자 설계
Design of Shanghai POS Plaza

1996
포항에서 서울로 건축사사무소 등록소재지 변경
Moved Registered Head Office from Pohang to Seoul

종합감리 전문회사 등록
Registered General Supervision Company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
Registered Firefighting Construction Supervision

건축사 업무 신고
Reported Architect work

포스코P&S 타워 설계 및 감리
Design & Supervision of POSCO P&S Tower

2000
포항공대 학술정보관 설계
Design of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y

2003  
윤리경영 선언
Declared Ethical Code of Conduct

2004 
전문설계업 등록
Registered Professional Design Service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Registered Urban Redevelopment Consulting 
Service

2005
포항공대 국제관 설계 및 CM
Design & CM of POSTECH POSCO International 
Center

2007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 설계 및 CM
Design & CM of POSCO Global R&D Center

포스코E&C 송도사옥 설계 및 CM
Design & CM of POSCO E&C Tower(Songdo 
Office)

2008
디자인빌드사업 론칭,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설립
Launched Design Build business; Established 
Hanoi Office in Vietnam

인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마스터플랜
Masterplanning of Incheon Cheongna District 
International Business Town

With POSCO A&C
미래를 선도하다혁신을 이루다

With Innovation

2009 - 2014 2015 - Present

2015
서울에서 송도로 본사 이전 
Moved head office from Seoul to Songdo 

국내 BIM 적용 수행실적 1위 달성
Achieved Top Performance in BIM-applied 
design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준공
Completed Gwangju Summer Universiade 
Swimming Stadium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2015 인테리어 건축부문 
본상 수상
Received Main Award in the interior architecture 
category of iF Design Award 2015

동아일보 한국의 최고 경영인상, 창조경영부문 대상
DongA Ibo, The Best company Awarded Grand Prize 
in Value Based Management Section

BIM CONSTRUCTION AWARDS, 
GOOD PRACTICE 수상
Received BIM CONSTRUCTION AWARDS, 
GOOD PRACTICE

설계업등록증(전문설계업1종, 인천시청)
Architectural Design Business Registration (Specialty 
Design Consulting Service Type1, Incheon City Hall)

베이징 포스코센터 준공
Completed Beijing POSCO Center 

2016
국내 BIM 적용 실적 설계사무소 분야 2년 연속 1위
Achieved Top Performance in BIM-applied design 
office category for two years in a row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린리모델링 디자인빌드 
프로젝트 준공
Completed Green Remodeling Design Build 
Project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7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 국제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Consultancy Service for preparation of Master Plan 
and Detailed Design for South Sad Al Abdullah New 
Town in Kuwait 

울산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축설계공모설계자 선정
Selected as designer in the Ulsan 2nd Sport Stadium 
design contest

2017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참여
Participated in UIA 2017 Seoul World Architects 
Congress

그린리모델링 유공자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Received the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ward for Green Remodeling 
Contribution

2018
평창 미디어레지던스 호텔 준공
Completed Pyeongchang Media Residence Hotel

평창올림픽 IBC 국제방송센터 준공
Completed Pyeongchang Alpensia 
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 (IBC)

국토부 주최 ‘2018 녹색건축한마당’ 더케이손해
보험 사옥 그린리모델링 프로젝트 은상 수상
Received Silver Prize for Green Remodeling Project 
of The K Headquarter in the 2018 Green Building 
Festival hosted by the MOLIT

2019
국내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Received Commendation from the MOLIT for lease 
type Zero Energy-Eco Community Village

With POSCO 레지던스, iF 디자인 어워드 2019 
금상(Gold Award)수상
Received Gold Award for With POSCO Residence 
at iF Design Award 2019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 준공
Completed construction of lease type Zero 
Energy-Eco Community Village

2020 
그린리모델링 공모전 최우수상(LH사장상) 수상
Received Grand Prize in Green Remodeling 
Contest (Award of LH CEO)

2020 리모델링건축대전 입선
Won prize in 2020 Korea Remodeling Architecture 
Award

2021 
2021 녹색건축대전 국토부장관상 수상
Received the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ward in 2021 Green Building Festival

2021년 그린리모델링 공모전 국토부장관상 수상
Received the MOLIT Award in 2021 Green 
Remodeling Contest

2009 
포스타워로 본사 사옥 이전
Moved the Head Office to POS Tower

가평 짚와이어 디자인빌드
Design Build of Gapyeong(Nami Island) 
Zipwire Tower

2010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로 상호변경
Changed the company name to POSCO A&C 
Co., LTD.

러시아와 호주로 한국 최초 모듈러 수출 
First-ever Export of Modular Unit to Russia 
and Australia by a Korean company

2011
베트남 북안카잉 2단계 마스터플랜 설계
Design of Vietnam North An Khanh New City 
Phase II Master Plan

울산 문수야구장 설계
Design of Ulsan Munsu Baseball Stadium

2013
제12회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 대상 수상
Received Grand Prize in 12th Global Standard 
Management Awards

2014
울산문수야구장 굿디자인어워드 수상
Received Good Design Award for Ulsan Munsu 
Baseball Stadium 

BIM 2014 하반기 수행실적 1위 달성
Achieved No. 1 BIM performance in the 
second half of 2014



Business

Society

사회공동체

People

포스코그룹 임직원
개인(지역사회 · 주변이웃)

Biz 파트너
(협력사 · 고객사 · 공급사)

기업시민 포스코   POSCO Corporate Citizenship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With POSCO, We’re the POSCO’에 발맞추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배려와 공존, 공생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We will ceaselessly endeavor to create the foundation for client's better life 
based on the strategy of “Business, Society, People” in line with POSCO 
Family's new vision of “With POSCO, We’re the POSCO”.

기업시민이란?   Corporate Citizenship

기업시민은 기업에 시민이라는 인격을 도입한 개념으로, 현대 사회 시민처럼 사회 발전을 
위해 공존 ․ 공생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기업시민 포스코의 임직원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배려와 
나눔의식을 기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orporate Citizenship is a concept of introducing the personality of citizens 
to companies, and it refers to a main agent who fulfill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for social development.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corporate citizen POSCO participate voluntarily 
in creating a better society based on consideration and a sharing spirit in 
work and daily life with the management ideology of corporate citizen as the 
criterion of all decision making.

Management Philosophy

SMART A&C,  강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Platform

POSCO A&C VISION 2025

전략 방향   
Strategy Direction      

미래 성장사업 강화 사업방식과 기술의 고도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 친환경 · 고부가사업 역량 집중
· 수행사업의 융합과 시너지 확대

· 기술과 업무방식의 디지털 전환
· 사업별 특화 선도기술 개발

· ESG 기반 공생가치 창출
· 안전하고 행복한 회사 구현

·    Digitalizing technologies and 
ways of working

·    Developing leading technology 
specialized for each business

·    Creating symbiotic value based 
on ESG

·    Realizing a safe and happy 
company

·    Focusing capacities on eco-
friendly and high value-added 
business

·    Combining performed businesses 
and Expanding synergy

핵심 가치   
Core Value   인간, 환경 중심의 진취적 

사고로 문제 해결
전문성 기반의 미래기술 
접목으로 끊임없이 진화

공감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으로 시너지 창출

현장중심의 안전활동과
선진적 안전체계 구축

창의  Creativity 기술  Technology

협력  Cooperation 안전  Safety

Solving problems through 
progressive thinking 
centered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Creating synergies through 
a sense of community with 
empathy and consideration

Continuously evolving 
by incorporating future 
technologies based on 
expertise

Establishing site-oriented 
safety activities and 
advanced safety systems

포스코센터
1995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1996  · 서울특별시 건축상 금상

           · POSCO 강구조 작품상 특별상

베트남 호치민 다이아몬드 플라자
1995  Vietnam Golden Quality Medal 

           (베트남 IBC 대표수상)

중국 상해 포스플라자
2000  상해시 포동개발 10주년 기념 

            우수건축 금상

울산 월드컵경기장
2001  · 아름다운 건축물상 금상

            ·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입선 

서울대학교 스포츠 컴플렉스
2001  · 서울특별시 건축상 은상

            ·  한국건축문화대상본상 준공건축물부문 

입선

            ·  POSCO 강구조 작품상 특별상

전주 월드컵경기장
2002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

안산 중앙도서관
2002  경기도건축문화상 입선

경기도립 여주노인전문병원
2003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부문 대상

포스코P&S 타워 (포스틸 타워)
2003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입선

2004  ·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문 장려상

            · POSCO 강구조 작품상 은상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2004  ·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 미국건축가협회(AIA) 대상

            · 일본디자인협회 동상

동국제강 기술연구소
2004  포항시 건축문화상 최우수상 

평창 미디어레지던스 호텔
2015  독일 IF Design Award 건축부분    

           국내 최초 금상

2017   BIM AWARDS  Good Practice 

Construction 분야 수상

2015   동아일보 한국의 최고 경영인상, 

창조경영부문 대상

2016   국내 BIM적용 실적 설계사무소 분야 

2년 연속 1위

중국 베이징 포스코센터
2017  북경시 건축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남자기숙사    

2018   제8회 한국리모델링 건축대전    

한국리모델링협회장상(특선)

2019   제4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LH사장상

2018   그린리모델링 유공자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2018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1주년 기념 공로패 수여

더케이손해보험 사옥 [리모델링]
2018   제3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비주거부문 은상

2019   건설협력증진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
2019  국내최초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도서관
2020  ·   제3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비주거부문 최우수상(LH사장상)

            ·  2020 리모델링건축대전 입선

2021  녹색건축대전 국토부장관상

RIST 본부동 및 연구동
2021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국토교통부장관상 

AWARDS

김해 장애인복지관
2006  제7회 김해건축대상제 대상

포스타워
2009  · 제4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입선

            ·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
2009   BIM AWARDS  Best Practice 

Construction 분야 수상(단체)

포스코 포항 ‧ 광양 실내체육관
2011   BIM AWARDS  Best Practice 

Construction 분야 수상(단체)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2012  ·  제7회 생태환경건축대상 건축부문우수상       

           · 녹색건축대전 우수상

           · LEED 그린빌딩 PLANTINUM

오산 시민스포츠센터
2012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포스코 그린빌딩
2012  BIM AWARDS 우수상 Green 분야 수상(단체)

논현동 리바트 건물
2013   제6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작품상

청담 뮤토
2013  ·  제6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작품상

           ·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

베트남 북안카잉 7블럭
2013   BIM AWARDS  Good Practice Design 

분야 수상(단체)

비정형 건축물 3D 측량시스템
2014   BIM AWARDS  Good Practice 

Construction 분야 수상(일반)

울산 문수야구장
2015  굿디자인 공공환경 분야 우수 디자인 선정



Office · Terminal · Distribution 

업무복합시설

종로구 통합청사 설계공모 
[리모델링/증축]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안) 

포스타워

포스코 그린빌딩

포스코특수강 본관(안)

중국 상해 포스플라자 

마크원 지식산업센터

포스코 포항 스마트데이터 
센터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포레카/스마트 오피스) 

미얀마 대우E&P 사옥(안)

강남세무서 신청사

포스코 광양 스마트데이터 
센터

포스코P&S (포스틸타워)

포스코ICT 판교사옥

농협중앙회 제2전산센터

인도네시아 바탐 IT센터

고양 원흥역 봄 빌딩

포스코 포항 _ 중앙 대식당

포스코센터

잠실 오피스텔

광주 서부경찰서

베트남 TSQ 
금융무역센터(안)

RIST 본부동 및 연구동 
[그린리모델링]

포스코특수강 & 포스코강판 
사옥

포스코 ITC 데이터센터

경우회관(안)

중국 베이징 포스코센터

베트남 팜훙 오피스(안) 

aT센터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

INDEX

터미널‧유통시설

KTX 신경주역사 

울산 진장지구 유통시설 
개발사업 

프린피아 물류센터

중국 훈춘국제물류단지 
1단계

아제르바이젠 바쿠 
오피스(안)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안)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인천 수산물가공물류센터

베트남 하노이 이마트 1호점 

러시아 쌍트페테르부르그 
의회센터(안) 

울산 농수산물유통센터 

김포 풍무 주차빌딩 

YRP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 창고 및 군견훈련소

베트남 호치민-나짱간 
고속철도 역사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

인천 공항 세관 지정장치장

부산 신항 남컨테이너 
터미널 2-2단계

여수 공항터미널

관악 농협 농수산물 
백화점(안)

베트남 카이멥 국제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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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A&C는 포스코 그룹의 전문적이고 전통적 기술인 철과 관련하여, 강구조, High-rise 건축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철저함을 새긴 세밀한 기술적 검토와 
함께 섬세한 디테일을 가진 전문 건축설계 회사입니다. 설계 진행과정부터 이러한 기술적 특징이 녹아든 혁신적인 업무공간을 창조하고, 구조적 ‧ 기능적 
해결방안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현대성’이라는 뉴 테크놀로지 개념의 업무복합 시설을 디자인합니다.

POSCO A&C is a construction and design company that combines the traditional steel structure technology of the POSCO Group with the elaborate 
technical considerations and details required for building high-rise buildings. With the implementation of such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starting 
from the design process, POSCO A&C is able to create innovative workspaces and design complex facilities that materialize the concept of new 
technology, “new technology and modernization,” through structural and functional solutions.

Office
업무복합시설

종로구 통합청사 설계공모 [리모델링/증축]
The New Jongno-gu Governmental Office Complex 
Design Competition [Remodeling/Expansion] 

마크원 지식산업센터
The Mark One 

강남세무서 청사
Gangnam District Tax Office Building

고양 원흥역 봄 빌딩  
Goyang Wonheung Station Bom Building

RIST 본부동 및 연구동 [그린리모델링]
RIST Headquarters and Research Building [Green Remodeling]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안) 
HUB A New Headquarter Building fo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roposal) 

포스코 포항 스마트 데이터센터
POSCO Pohang Smart Data Center 

포스코 광양 스마트 데이터센터

POSCO Gwangyang Smart Data Center 
포스코 포항_ 중앙대식당
POSCO Pohang Central Cafeteria 

포스코특수강 & 포스코강판 사옥
POSCO SS & CC Tower 

포스타워 
POS Tower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POSCO E&C Tower (Songdo Office) 

포스코P&S (포스틸타워) 
POSCO P&S Tower (Posteel Tower) 

포스코센터
POSCO Center 

포스코 ICT 데이터센터
POSCO ICT Dat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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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E&C Tower (Songdo Office)

포스코 그린빌딩
POSCO Green Building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포레카 / 스마트오피스)
POSCO Energy Future Energy Campus (POREKA/Smart Office)

포스코 ICT 판교사옥 
POSCO ICT Pangyo Office Building

잠실 오피스텔
Jamsil Officetel

경우회관(안)
Center for Korean National Police 
Veterans Association (Proposal) 

포스코특수강 본관(안) 
POSCO SS Headquarters (Proposal) 

aT센터(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
aT Center Head Office Building 

농협중앙회 제2전산센터
NACF IT Data Center II

광주 서부경찰서
Gwangju Seobu Police Station
중국 베이징 포스코센터 
Beijing POSCO Center 

중국 상해 포스플라자
Shanghai POS Plaza 

미얀마 대우E&P 사옥(안)
Daewoo E&P Myanmar Office Building (Proposal)

인도네시아 바탐 IT 센터
Indonesia Batam IT Center 

베트남 TSQ 금융무역센터(안)
Vietnam TSQ Trade Finance Center (Twin Towers) (Proposal)

베트남 팜훙 오피스(안) 
Vietnam High-end Mixed-Use Development Pham Hung (Proposal)

아제르바이젠 바쿠 오피스(안)
Azerbaijan Mixed-use Development in Baku (Proposal) 

러시아 쌍트페테르부르그 의회센터(안)
Russia Saint Petersburg Congress Center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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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통합청사 설계공모  [리모델링 / 증축]

The New Jongno-gu Governmental Office Complex Design 
Competition  [Remodeling / Expansion]

Location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8,622.3m2 (Government office building_ 6,635.3m2, Fire station_ 1,987m2)  /  Built area  5,146.11m2 

(Government office building_ 3,968.91m2, Fire station_ 1,177.20m2)  /  Gross floor area  66,970m2  /  Floors  B5, F16  /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4
Client  Jongno-gu

CITIZEN PLATFORM : 시민 플랫폼
역사적, 문화적 시간의 켜가 쌓인 현 구청사 대지에 과거의 기억과 창의적 미래가 공존하는 통합청사를 건축하고자 한다.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며, 청사의 업무 효율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공공공간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직·수평적으로 융복합되어 입체적 스펙트럼을 
만드는 ‘시민 플랫폼’을 제안한다.

We plan to build an integrated office building where memories of the past and a creative future coexist at the site of current 
Jongno-gu office building with layers of layers of history and culture. In order to have a building that has a historical identity, 
promotes work efficiency in the government building, and provides public spaces for residents, we propose a “citizens’ platform” 
where various programs are converg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to make a three-dimensional spectrum.

종로의 숲 | The Forest of Jongno 입체적 - 다목적 종로마당 | Multi - layered Madang fo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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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원 지식산업센터

The Mark One

Location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1,924.00m2  /  Built area  9,518.45m2  /  Gross floor area  87,747.62m2  /  Floors  B1, 15F  /  Design  2018  
Construction  2021

본 건물은 제조형 공장, 업무형 공장,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갖는 복합건축물이다. 용도별 
정체성을 위해 형태, 재료, 입면 디테일에 변화를 
주었으며 오피스텔은 통상의 지식산업센터와 다르게 
공장의 상부가 아닌 도로변에 독립된 건축물로 계획하여 
거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대한 제조형공장이 주는 
위압감을 해소하였다. 또한, 저층부는 역세권 입지에 
맞추어 연도형 상업시설을 배치하였고 사거리측에는 
선큰광장, 외부동선, 층별 외부조경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This building is also a complex for factories for 
manufacturing or business, studio apartments,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We added variety to 
the shapes, materials, and elevation details of the 
buildings for the identity of each purpose. Unlike 
ordinary knowledge industry centers, the studio 
apartments were planned as an independent building 
facing the road, not in the upper part of the factories, 
which helps to secure habitability and to reduce 
the overwhelming feeling of huge manufacturing 
factories. Also, the commercial strips are in the lower 
part considering its location adjacent to a station. 
In the case of the side facing the intersection, a 
sunken square, outside moving lines, and external 
landscaping for each floor were installed to improve 
accessibility and secure public interest.

고양 원흥역 봄 빌딩

Goyang Wonheung Station Bom Building Location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238m2 
Gross floor area  43,665.6m2  /  Floors  B6, 21F /  Design  2015
Construction  2018  /  Client  ILJOO CONST

Location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701.6m2  
Built area  2,413.84m2  /  Gross floor area  9,291.81m2  /  Floors  B2, 7F 
Design  2012  /  Client  Gangnam District Tax Office, Public Procurement 
Service

강남세무서 청사

Gangnam District Tax Offic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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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T 본부동 및 연구동 [그린리모델링]

RIST Headquarters and Research Building 
[Green Remodeling]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69,398m2 /  Built area  15,469m2  /  Gross floor area  28,993m2

Floors  B1, 3F  /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1  / Client  RIST(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2021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국토부장관상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연구원 건물을 수요처의 
예산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구조, 냉난방 시스템, 디자인, 설계-시공 스케줄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캠퍼스 내에는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시설의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면서 설계-시공단계에서 경제적‧효율적인 계획이 가능한 다양한 
스킬이 필요하다. 내구연한이 지난 시스템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 
예산을 고려한 효과적인 디자인 특화 방안, 최적의 패시브 기술 등이 적용되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개선하여 쾌적한 시설 환경을 마련하였다.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RIST) suggested the optimal structure,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and design for the construction schedule solution 
for its old buildings while considering the budget of the demander. 
There were many old buildings on the campus, and the budget was 
limited. So, we needed various skills to make an economical and 
efficient plan possible in the design to construction stages while 
considering the research and educational activities of researchers. By 
applying an economical and efficient solution for systems that have 
passed their durable period, the plan was specialized for effective 
design while considering the budget, and with the best passive 
technology, we improved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nd prepared a 
pleasant facility environment.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국제 설계공모(안)

HUB A New Headquarter Building for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Proposal) 

Location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3,214.2m2  /  Gross floor area  41,066.0m2  /  Floors  B3, 9F  /  Design  2018  /  Construction  2019
Client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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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 스마트 데이터센터

POSCO Pohang Smart Data Center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528.716.5m2  /  Built area  2,552.19m2  /  Gross floor area  7,310.15m2  /  Floors  4F  
Design  2017  /  Construction  2018

포스코 포항 스마트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의 철골조 데이터센터로, 4차 산업 
및 IT 시대에 걸맞는 제철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제철소 내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대부분 
데이터센터는 플랫폼/IT 기반 기업들이 기존의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증설하여 
임대 사용하는 방식이었기에, 제조기반인 제철소에서 자사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POSCO Pohang Smart Data Center is a project to establish a control 
tower that integrates and manages all data in steelworks in order to be 
reborn as a steelworks suitable for the fourth industry and IT era. 
At that time, when most platform/IT-based companies used rented 
data centers by adding servers to existing data centers, it was a new 
attempt for a manufacturing-based company to build a data center for 
steelworks.

포스코 광양 스마트 데이터센터

POSCO Gwangyang Smart Data Center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301,566.3m2 /  Built area  2,646.41m2  /  Gross floor area  7,501.95m2  /  Floors  3F
Design  2018  /  Construction  2019

포스코 광양 스마트데이터센터의 디자인 콘셉트는 스마트하고 강하고 안전한 POSCO SMART 
STEEL CUBE로서 정보의 저장과 연결의 메커니즘이다. 완벽한 다중 보안시스템으로 구성된 
내부공간은 기능적이며 합리적으로 계획하였고, 외관은 포스코 데이터센터로서의 독창성과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다. 데이터의 보안과 안전은 사각형으로 구성된 QR 코드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하였다. 
포스코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해 태양광 BIPV PANEL + POSMAC / STEEL TURUSS / 
PAVING + PATTERN을 적용하였다. 

The design concept of POSCO Gwangyang Smart Data Center is a smart, strong, and 
safe POSCO smart steel cube. The data center is a space composed of mechanisms 
of information storage and connection. The inside of the center, composed of a perfect 
multiplex security system, was planned functionally and reasonably, while the exterior 
represents the originality and symbolism of the data center of POSCO. The strong 
bands of the building’s canopy symbolize the security and safety of data. The QR code 
motif composed of rectangles shows its spatial characteristic of gathering information. 
Photovoltaic BIPV panels along with PosMAC, steel trusses, and paving plus patterns were 
applied to emphasize POSCO'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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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 _ 중앙대식당

POSCO Pohang _ Central Cafeteria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682m2 /  Built area  3,743m2  /  Gross floor area  12,366m2  /  Floors  B1, 3F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1

POSCO SS & CC Tower
포스코특수강 & 포스코강판 사옥

Location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129.6m2

Built area  516.39m2  /  Gross floor area  8,612m2  /  Floors  B3, 14F
Design  2008  /  Construction  2009

Location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854.8m2

Built area  512.63m2  /  Gross floor area  8,021.22m2  /  Floors  B3, 12F 
Design  2008  /  Construction  2009

POS Tower
포스타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포스타워는 포스코 그룹사인 포스에이씨의 자가사옥으로, 포스에이씨가 사업성 검토 
(F/S)부터 부지선정, 매입, 설계, 공사까지 총괄 수행한 디자인-빌드(Design-build)방식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사옥은 강구조 최신기술인 층고 저감형 보(Smart Beam)와 F13T 
볼트를 최초로 설계에 적용 및 시공한 건축물이다. 

POS Tower, an office building of POSCO Group’s POS-A.C., is a project conducted by 
the design-build process in which POS-A.C. directs all tasks such as feasibility study 
(F/S), selection of a site, purchase, design, and construction. The office building was 
designed and built by applying the latest technology for steel structures such as 
story height reduction type beams (Smart Beams) and F13T bolts for the first time.



Office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1410.7m2  /  Built area  6,503.18m2  /  Gross floor area  149,771.19m2  /  Floors  B5, 39F
Design  2007  /  Construction  2010

POSCO E&C Tower (Songdo Office)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송도국제 업무단지 내 완공된 포스코건설 
사옥은 고대로부터 정화와 융화를 
상징해온 크리스털 원석을 형상화한 
트윈빌딩으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신도시의 중심에서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트윈타워 사이의 공간은 
송도국제업무지구의 관문을 상징하며, 
송도지구에 선두적으로 건설된 건축물로 
도시경관조성을 리드하도록 계획하였다.

The POSCO E&C Songdo office 
building, completed in Songdo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is a twin 
building embodying crystal, which has 
symbolized purification and harmony 
since ancient times, and plays a 
strong pivotal role in the center of a 
new city where various cultures and 
values coexist. The space between 
the twin towers symbolizes a gateway 
to Songdo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This building was built at the 
forefront of the Songdo District and 
was designed to lead the creation of 
the urban landscape. 

POSCO P&S Tower (Posteel Tower) 
포스코P&S (포스틸타워) 

Location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874m2  /  Built area  1,271.98m2  /  Gross floor area  43,286.31m2  /  Floors  B6, 27F
Design  2001  /  Construction  2003

포스코 강구조 작품상 은상
제 12회 한국건축문화대상 입선

Among the massive box-shaped buildings along both 
sides of Teheran-ro, it changes the urban landscape with a 
simple yet dynamic form. The overall shape of the building 
was planned to create an exterior that maximizes the 
transparency of the corporate image. Also, the building was 
designed to conform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the site 
and the urban environment and to have a sense of place as 
an element of the urban context. 

The sloping exterior shape was made with three-
dimensional angles and the building’s surface was 
composed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reby expressing 
a mutually dynamic action. So, the building reveals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distance or perspective.

테헤란로 양측에 도열한 박스형태의 매시브한 건물군 속에서 
포스틸타워는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형태로 도시경관에 변화를 
부여한다. 건물의 전체 형상은 기업 이미지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외장 계획으로 부지가 갖는 장소적 특성과 도시환경에 순응하며, 
크게는 도심 컨텍스트의 한 요소로서의 장소성을 갖추게 하였다. 

3차원적인 각도에 의해 구성된 경사진 외부 형태와 성격이 다른 
건물 표피 구성은 상호역동적인 작용으로 표현되며, 이는 원근이나 
보이는 위치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의 형태로 드러난다.



Office

POSCO Center
포스코센터

Location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7,453.8m2  /  Built area  13,249m2  /  Gross floor area  181,760m2  /  Floors  B6, 31F  /  Design  1993 

1995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분 대상
1996 서울특별시 건축상 금상
1996 POSCO 강구조 작품상 특별상

POSCO built the POSCO Center in the central area of 
Seoul to break new ground in urban architectural culture. 
POSCO focused on building an advanced intelligent building 
that can be organically integrated with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where building automation, office automa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are considered first. 

In addition, POSCO built the center based on the five 
ideologies of human-centered comfort,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productivity and functionality, economic 
efficiency and maintainability, and safety. The center 
consists of twin towers with a 20-story tower designed to 
accept the scale of the surrounding building group and a 
30-story tower that accommodates the urban scale of the 
front of Teheran-ro. 

포스코는 포스코센터를 서울 중심지역에 신축함으로써 도시 건축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였다. 
빌딩자동화‧사무자동화‧정보통신 등의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건축환경과 유기적으로 통합된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간중심의 쾌적성, 유연성과 적응성, 생산성과 기능성, 경제성과 
유지관리성, 안정성 이 다섯 가지 이념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군의 
스케일을 수용한 20층 동과 전면 테헤란로의 도시 스케일을 
수용한 30층 동의 Twin Tower로 구성하였다.

POSCO ICT Pangyo Office Building
포스코 ICT 판교사옥

Location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9,275m2

Floors  B3, 10F  /  Design  2008

포스코 ICT 데이터센터

POSCO ICT Data Center

Locati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7,742.0m2  /  Floors  4F  /  Design  2012

포스코 그린빌딩

POSCO Green Building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13,172.2m2

Built area  1,967.33m2  /  Gross floor area  5,571.2m2  /  Floors  Office_ B1, 5F 
Residence_ B1, 3F  /  Design  2011  /  Construction  2013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포레카/스마트 오피스)

POSCO Energy Future Energy Campus 
(POREKA/Smart Office)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166m2 
Design  2011

BIM AWARDS BIM Best Practice



Office

Center for Korean National Police Veterans 
Association (Proposal)

경우회관(안)

Location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76,810m2  
Floors  B6, 32F  /  Design  2009  /  Client  Korean National Police Veterans 
Association

포스코특수강 본관(안)

POSCO SS Headquarters (Proposal) Location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476m2  
Gross floor area  9,000m2  /  Floors  4F  /  Design  2014  Construction  2014

잠실 오피스텔

Loc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86.2m2  /  Gross floor area  11,751.1m2  
Floors  B6, 16F  /  Design  2015  /  Construction  2016  / Client  Mega Asset

Jamsil Officetel

aT Center Head Office Building 

aT센터(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 

Location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88,695.5m2

Gross floor area  58,457.2m2  /  Floors  B3, 15F  /  Design  1997
Client  aT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

Gwangju Seobu Police Station
광주 서부경찰서

Location  Gwangju,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3,488.8m2  /  Built area  2,030.6m2  
Gross floor area  7,770.52m2  /  Floors  B1, 5F  /  Design  2004  /  Client  Gwangju 
Seobu Police Station

Location  An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8,697m2

Built area  3,536.52m2  /  Gross floor area  16,524m2  /  Floors  B2, 4F  
Design  2004  /  Client  NAC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 IT Data Center II
농협중앙회 제2전산센터



Office

Beijing POSCO Center
중국 베이징 포스코센터 

2017 BEIJING ARCHITECTURE AWARD

Location  Beijing, China  /  Site area  20,021.399m2  /  Built area  6,406.91m2  /  Gross floor area  100,106.995m2  /  Floors  A_ 33F, B_ 25F 
Design  2014  /  Construction  2017 

베이징 포스코센터는 북경을 거점으로 세계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는 포스코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사람‧정보‧기술 그리고 기업 
이념의 집결공간이면서 이곳을 기점으로 성장해 나가는 발신지로서의 공간이다. Steel과 Glass의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 첨단 이미지를 
구현하여 세계 일류기업 POSCO의 위상을 표현하였다.

Beijing POSCO Center presents a dynamic image of POSCO starting to sail to the world with Beijing as the base. The center is 
a space where people,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rporate philosophy assemble, and it is also a place of dispatch where 
POSCO can grow by starting from. We expressed the status of POSCO as a world-class company by embodying a high-tech 
image through the harmonious composition of steel and glass.

Sunken Retail(K-Culture)

Steel Tree Atrium

SECTION



Office

Shanghai POS Plaza 
중국 상해 포스플라자

Location  Shanghai, China  /  Gross floor area  98,116m2  /  Floors  B1, 5F
Design  1995  /  Client  Shanghai Posec Real Estate Development Co.

2000 상해 포동개발 10주년 기념 우수 건축 금상

미얀마 대우E&P 사옥(안)

Daewoo E&P Myanmar Office Building 
(Proposal)

Location  Yangon, Myanmar  /  Site area  7,931m2  /  Built Area  1,701m2

Gross floor area  6,000m2  /  Floors  B1, 10F  /  Design  2014  /  Construction  2014  
Client  Daewoo International

Indonesia Batam IT Center 
인도네시아 바탐 IT센터

Location  Batam, Indonesia  /  Design  2008

Location  Hanoi, Vietnam  /  Gross floor area  130,650m2  /  Floors  B4, 45F  
Design  2009  /  Client  TSQ Vietnam

Vietnam TSQ Trade Finance Center (Twin 
Towers) (Proposal)
베트남 TSQ 금융무역센터 (안)

Vietnam High-end Mixed-Use Development 
Pham Hung (Proposal)
베트남 팜훙 오피스(안) 

Location  Hanoi, Vietnam  /  Gross floor area  102,345m2  /  Floors  B1, 20F  
Design  2008  /  Client  VIETRACIMEX

Location  Saint-Petersburg, Russia  /  Gross floor area  128,500m2  /  Floors  B5, 50F  
Design  2008  /  Client  Saint-Petersburg

Russia Saint Petersburg Congress Center 
(Proposal)

Location  Baku, Azerbaijan  /  Gross floor area  57,279m2  /  Floors  B3, 28F  
Design  2008  /  Client  A+A Group of Companies

Azerbaijan Mixed-use Development 
in Baku (Proposal)
아제르바이젠 바쿠 오피스 (안) 러시아 쌍트페테르부르그 의회센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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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통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대표적 건축인 터미널 유통 공간 설계를 위해 포스코A&C는 1997년 여수 공항 터미널 설계이후, KTX 신경주 역사, 

베트남 호치민, 중국 훈춘 등 지속적, 글로벌하게 터미널 유통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물류의 동선흐름 및 위치파악이 쉽도록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고민하여 재난대응체계 및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 

포스코A&C는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터미널 유통공간 설계의 전문가입니다.

Since it designed the Yeosu Airport Terminal in 1997, POSCO A&C has been designing terminals including KTX Singyeongju Station and global 
logistics terminals in Hó Chì Mính, Vietnam and Hunchun, China with the mindset of establishing logistics terminals that can promote industry 
through connections. POSCO A&C is an expert in logistics terminal design that embodies excellent technological know-how and logistics space 
design, for example offering universal design for easy tracking of users and logistics, and establishing a disaster response system as well as an 
integrated operation system that guarantees sustainability and safety based on a more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approach.

Terminal 
Distribution
터미널 ‧ 유통시설

Retain expertise on cost due to accumulated 
quantity surveying experiences
 International VE team for Design review.
 Provide optimal design through the 
collaboration for construction document.

Provide items to reduce project cost. 
Maximize usable space. 
Provide eco-friendly design ideas.

Hold technical competences in plants like 
POSCO design standards.
Use design database with systematic 
management.

Design Process for
Economic Feasibility

Ideas for Economical 
Design & Project Cost 

Estimating
Construction 

Cost

Performing
Optimal
DesignPR

O
CE

SS ID
EA

Before Service

Plant Expertise

Cost and Quality
Management

KTX 신경주역사
KTX Shin Gyeongju Station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안)
Gangnam Intermodal Transit Center Design (Proposal)

울산 농수산물 유통센터
Ulsan Agro-Fisheries Distribution Center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  
Incheon Yeonan Pier Marine Square

부산 신항 남컨테이너 터미널 2-2단계
Busan New-port Terminal Phase 2-2

울산 진장지구 유통시설 개발사업 
Ulsan Jinjang Distribution Complex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Gwangyang Port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김포 풍무 주차빌딩
Gimpo Pungmu Parking Building

인천 공항 세관지정장치장
Incheon Airport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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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Shin Gyeongju Station

여수 공항터미널
Yeosu Airport Terminal

프린피아 물류센터 
Prinpia Logistics Center

인천 수산물가공 물류센터 
Incheon Seafood Processing and Logistics Center

YRP(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창고 및 군견훈련소
Yongsan Relocation Program _ Warehouse & Military Dog Training Center

관악 농협 하나로마트(안) 
Gwanak NH Hanaro Mart (Proposal)

베트남 카이멥 국제항만시설
Vietnam Cai Mep International Port Facilities

중국 훈춘 국제물류단지 1단계
China Hunchun International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 Phase I 

베트남 하노이 이마트 1호점  
Vietnam Hanoi E-MART

베트남 호치민-나짱간 고속철도 건설 
Vietnam North – South Express Railway 
(Ho Chi Minh City – Nha Tra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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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신경주역사

KTX Shin Gyeongju Station

Location  G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8,840m2 /  Built area  15,339.24m2  /  Gross floor area  31,275.03m2 
Floors  B1, 2F  /  Design  2006  /  Construction  2010  / Client  Korea National Railway

신경주역사는 천년고도 경주의 멋을 강구조를 통해 아름답게 표현한 국내 최초의 신축 통합역사이다. 공원형 전면광장은 경주의 역사성 
함축과 조형성 있는 조경시설물을 도입하여 공간에 흥미 및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도시공원으로 계획하였고,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최단 
거리로 역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역사 좌측은 PARK & RIDE 승객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역사 후면은 후면광장 및 
조경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제진댐퍼를 적용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Shin Gyeongju Station, is a tourist attraction that expresses the beauty of Gyeongju, the capital of Silla for one thousand 
years, with its steel structure. This recently built station is the first integrated station in Korea. The park-style front plaza 
implies the history of Gyeongju. It was planned as a city park that gives interest to the space and allows people to relax by 
introducing landscaping facilities with formative beauty. It was also planned to enable public transport users to enter the 
station at the shortest distance. A parking lot for Park & Ride passengers only was created on the left side of the station. A 
back plaza and landscaping space were planned behind the station. In addition, safety against earthquakes was secured by 
applying an earthquake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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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am Intermodal Transit Center Design (Proposal)

Location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56,000m2  /  Scope 165,769m2  /  Floors  B6  /  Design  2017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안)

연결과 상생의 도시 _ 서울 시냅스
GITC프로젝트는 단순한 복합환승센터의 계획을 넘어선 연결과 상생의 공간이 되
어야 한다. 사람 중심의 미래 서울을 위한 계획이 사람 중심의 가치로 연결되어 완
성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중심으로서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하는 시민들의 안심 
공간을 GITC 프로젝트에서 실현한다. 

City of Connection and Coexistence _ Seoul Synapse
The GITC project must be a place of connectivity and coexistence, not 
merely a plan for complex transfer center. The plan to create people-
oriented future Seoul is harmonized with the people-oriented values 
to complete the international exchange and multiple districts in which 
the GITC project realizes a ensured space for citizens to participate and 
share.

Ulsan Agro-Fisheries Distribution Center
울산 농수산물 유통센터

Location  Ul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83,428.8m2  /  Built area  23,585.99m2  /  Gross floor area  30,548.8m2  /  Floors  B1, 2F  /  Design  2007
Construction  2009  /  Client  Ul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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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Ju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258.1m2

Built area  626.28m2  /  Gross floor area  7,654.25m2  /  Floors  B1, 7F  /  Design  2009  
Client  Jung-gu District of Incheon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

Incheon Yeonan Pier Marine Square
부산 신항 남컨테이너 터미널 2-2단계

Busan New-port Terminal Phase 2-2

Location  Bu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53m2  /  Built Area  9,676m2  
Gross floor area  15,932.4m2  /  Floors  B1, 6F  /  Design  2008  /  Client  Pusan Port 
Authority

Location  Ul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1,851.8m2  /  Built area  27,048.9m2

Gross floor area  59,23m2  /  Floors  B2, 3F  /  Design  2007  /  Client  Ulsan Metropolitan 
City

Ulsan Jinjang Distribution Complex
울산 진장지구 유통시설 개발사업

Gwangyang Port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광양항 공동물류센터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73,612.0m2  
Gross floor area  44,487.6m2  /  Floors  3F  /  Design  2006  /  Construction  2006 
Client  KCTA(Korea Container Terminal Authority)

김포 풍무 주차빌딩

Gimpo Pungmu Parking Building Location  Gimpo-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351m2

Gross floor area  8,744m2  /  Floors  B3, 3F  /  Design  2017  /  Construction  2018

Incheon Airport Customs
인천 공항 세관지정장치장

Yeosu Airport Terminal
여수 공항터미널

Location  Yeosu-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16,568m2  
Design  1997  /  Client  Busan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Location  Ju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2,851,496.0m2

Built area  7,927.3m2  /  Gross floor area  7,794.2m2  /  Floors  B1, 2F
Design 2002  /  Clien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Terminal · Distribution  

프린피아 물류센터

Prinpia Logistics Center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6,820m2

Gross floor area  50,306.03m2  /  Floors  4F  /  Design  2015

인천 수산물가공 물류센터 

Incheon Seafood Processing and 
Logistics Center

Location  Ju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4044.7m2  
Gross floor area  11960.4m2  /  Floors  2F  /  Design  2015  /  Construction  2014  

YRP(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창고 및 군견훈련소

Yongsan Relocation Program _ 
Warehouse & Military Dog Training Center

Location  Pyeongtaek-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000,000m2  
Gross floor area  119,939m2  /  Floors  1F  /  Design  2013  /  Construction  2014  
Client  MURO

Gwanak NH Hanaro Mart (Proposal)
관악 농협 하나로마트(안)

Location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  Design  2006
Client  NH Development

중국 훈춘 국제물류단지 1단계

China Hunchun International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 Phase I 

Location  Hunchun, China  /  Site area  315,000m2  /  Gross floor area  50,985m2

Floors  Office_ B1, 4F, Storage_ 2F  /  Design  2013  /  Client  Hunchun POSCO 
Hyundai International Logistics Complex Development Co.

Location  Hanoi, Vietnam  /  Site area  11,866m2  /  Built area  7,110m2

Gross floor area  25,555m2  /  Floors  3F  /  Design  2012  / Client  EMART Inc.

베트남 하노이 이마트 1호점 

Vietnam Hanoi E-MART

베트남 호치민-나짱간 고속철도 역사

Vietnam North–South Express Railway 
(Ho Chi Minh City–Nha Trang Section)

Location  Ho Chi Minh City–Nha Trang, Vietnam  /  Design  2010

Location  Ba Ria-Vung Tau, Vietnam  /  Gross floor area  480,000m2  /  Floors  B1, 3F
Design  2008  / Client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Co.

베트남 카이멥 국제항만 시설

Vietnam Cai Mep International Por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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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 유통
연결을 통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대표적 건축인 터미널 유통 공간 설계를 위해 포스코A&C는 1997년 여수 공항 터미널 설계이후, KTX 신경주 역사, 베트남 
호치민, 중국 훈춘 등 지속적, 글로벌 하게 터미널 유통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물류의 동선흐름 및 위치파악이 쉽도록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고민하여 재난대응체계 및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 포스코A&C는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터미널 유통공간 설계의 전문가입니다.

업무복합
포스코A&C는 포스코 그룹의 전문적이고 전통적 기술인 철과 관련하여, 강구조, High-rise 건축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철저함을 새긴 세밀한 기술적 검토와 
함께 섬세한 디테일을 가진 전문 건축설계 회사입니다. 설계 진행과정부터 이러한 기술적 특징이 녹아든 혁신적인 업무공간을 창조하고, 구조적, 기능적 
해결방안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현대성'이라는 뉴 테크놀로지 개념의 업무복합 시설을 디자인합니다.

www.poscoanc.com

POSCO A&C is a design company of the POSCO 
Group and designs economical and eco-friendly 
buildings through design innov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POSCO A&C designs sustainable 
customer value based on space and construction 
design that leads to paradigm shift and realizes 
human respect design that values sp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