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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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 Design, Make a Future

POSCO A&C
Mention

With POSCO A&C

And 

Speciality

Why? Wow!

Works
Keyword 

‘With POSCO’ 그룹 비전 아래, 더불어 함께하는 
포스코A&C의 철학과 경영이념을 소개합니다.

주요 특징과 가치를 키워드로 분류해 포스코A&C의 
주요 실적을 소개합니다.

포스코A&C의 공간 속 ‘why’를 찾아,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건축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합니다.

포스코A&C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

?!

Major information of POSCO A&C is contained.

We introduce POSCO A&C’s philosophy and 
management ideology under ‘With POSCO’, 
the group vision.

The major performance of POSCO A&C is 
introduced by classifying major features and 
values with keywords.

We find the ‘why’ in the space of POSCO 
A&C and introduce the amazing Architecture 
service and technology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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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블루노바홀  |  Cheongna Blue Nova H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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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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POSCO A&C

미래를 선도하다혁신을 이루다
With Innovation

1995 - 2002 2003 - 2008 2009 - 2014 2015 - Present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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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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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POSCO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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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민 포스코   POSCO Corporate Citizenship 기업시민이란?   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Philosophy

Business

Society

사회공동체

People

포스코그룹 임직원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With POSCO, We’re the POSCO’에 발맞추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배려와 공존, 공생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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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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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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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POSCO, We’re the POSCO
POSCO A&C Builds a Better Future Together.

· 공정 · 투명 · 윤리 실천

Biz 파트너

· 사회문제 공감해결 기여

사회공동체

포스코그룹 

 임직원
· 공정인사 · 안정적 노사관계

Fairness · Transparency · Ethics practice

Shared growth

Best product · Service

Empathizing with social problems and 
contributing to solving the problems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management

Participation in sharing activities

Safe &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Fair HR affairs · Stable management-union 
relations

Tolerating diversity · Work-life balance

· 최고의 제품 · 서비스

· 동반성장

· 나눔활동 참여

· 지역사회 발전환경 경영

· 다양성 포용 · 일과 삶의 균형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개인(지역사회 · 주변이웃)

Philosophy

SMART A&C, 
강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Platform

POSCO A&C VISI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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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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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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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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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미래를 만드는 건축플랫폼 함께 발전하는 건축집단함께 성장하는 포스코A&C

Biz 파트너
(협력사 · 고객사 ·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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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POSCO A&C provides ideas & solutions 
for a shared value creation models that 
contribute to society.

프로보노 봉사   
Pro Bono Volunteer 
Activities   

‘건축’을 중심으로 사회와 타분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건강한 사회ㆍ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소외 계층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도모하고, 한국의 건축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건축가들을 육성하여 건축을 통한 

건강하고 발전적인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POSCO A&C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society and culture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with 
society and other fields based on “Architecture,” promotes CSR activities through voluntary activities for alienated 
classes and local communities, and takes the lead in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society by fostering new 
architect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architecture in Korea. 

재능기부  Talent Donation

학교폭력예방 벽화그리기 및 공부방 공간 디자인, 지역아동센터 책장 만들기 

등 직원들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건축문화 사회발전   Architecture Culture & Social Development   

어린이 건축학교를 후원하고 교육교사로 참여해 건축가를 꿈꾸지만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랑의 집짓기  Building a House of Love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통해 

모듈러주택 제공 및 노후주택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산림 환경정화 및 하천의 유해식물 제거, 등산로 정화 활동, 재활용품을 

이용한 활동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OSCO A&C makes efforts to create a culture where employees’ 
talents are donated, such as painting murals to prevent school 
violence, designing study rooms and making bookshelves for local 
children centers.

POSCO A&C improve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uch as the 
provision of modular houses and repair of deteriorated houses with 
the activity of building houses of love for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and university students from low income classes.

POSCO A&C sponsors a children’s architecture school and its 
employees participate as education teachers and give hope to 
children who dream of becoming architects but cannot be properly 
educated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POSCO A&C performs various activities for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such as forest environment purification, removing 
harmful plants from rivers, cleaning hiking trails, and recycling 
activities.

포스코A&C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공유가치 창출 모델의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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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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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부문 우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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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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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osophy

AWARD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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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 컴팩트시티 
Sinnae Compact City

강일, 서울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안)
International Invited Design Competition for Gangil, Seoul 
Compact City (Proposal)

송도 더샵 G5 주상복합
Songdo The Sharp G5 Mixed-Use

더샵 송도아크베이
The Sharp Songdo Arcbay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  송도 더샵 센터니얼  |  송도 더샵 프라임뷰
Songdo The Sharp First Park  |  Songdo The Sharp Centennial  |  
Songdo The Sharp Prime View

인천 시티오씨엘
Incheon City O Ciel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  더샵 오포센트리체
Opo The Sharp Central Foret  |  The Sharp Opo Centriche

잭니클라우스 골프빌라 _ 아너스 117 
Jack Nicklaus Golf Villa _ HONORS 117

아일랜드리조트 _ 더 헤븐
Residential complex design in Island CC _ The HEAVEN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김포 한강, 세종, 오산 세교
Passive Town House _ Gimpo Hangang, Sejong, Osan Segyo

제로에너지 하우스 _ 부산 명지, 세종, 화성 동탄
Zero Energy House _ Busan Myeongji, Sejong, 
Hwaseong Dongtan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South Saad Al-Abdullah New Town in Kuwait Master Plan

베트남 북안카잉 2단계 마스터플랜
North An-Khanh New City PhaseⅡMaster Plan

통영 폐조선소 재생 마스터플랜
Master Plan for Regeneration of Tongyeong Dockyard

중국 베이징 포스코센터  
Beijing POSCO Center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POSCO E&C Tower (Songdo office)

포스코P&S 타워 (포스틸 타워)   
POSCO P&S Tower (Posteel Tower)

포스코 센터
POSCO Center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POSTECH Tae-Joon Park Digital Library

서울대학교 스포츠 컴플렉스
Seoul National University Sports Complex

울산 월드컵경기장 
Ulsan World Cup Stadium

전주 월드컵경기장 
Jeonju World Cup Stadium

평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 
Pyeongchang Media Residence Hotel

KTX 신경주역사 
KTX Shin Gyeongju Station

연세 포스코 브리지
Yonsei POSCO Bridge 

남이섬 짚와이어 타워
Nami Island Zip-wire Tower

정선 짚와이어 타워   
Jeongseon Zip-wire Tower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브리지  
Lotte World Tower Sky Bridge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마크원 지식산업센터
The Mark One

중이온가속기 본부동
Heavy-ion Accelerator Headquarter Building

포스코 포항 스마트데이터센터 
POSCO Pohang Smart Data Center

포스코 광양 스마트데이터센터 
POSCO Gwangyang Smart Dat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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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포스코고등학교
Incheon POSCO High School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컨버전스홀 
Yonsei University Convergence Hall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국제설계공모(안)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National Library of Korea 
Data Preservation Center (Proposal)

포스코 동촌어린이집 
POSCO Dongchon kindergarten

기쁨의 교회
The Joyful Church 

청라 블루노바홀 + CCCA 
Cheongna Blue Nova Hall + Cheongna Cultural Center Aquatics

김해 종합운동장 
Gimhae Main Stadium

울산 문수체육관 
Ulsan Munsu Gymnasium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Gwangju Summer Universiade Swimming Stadium

미얀마 롯데호텔 양곤 
Myanmar Lotte Hotel Yangon

2012 여수 엑스포 포스코관
2012 Yeosu EXPO POSCO Corporate Pavilion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안)
International Invited Design Competition for Gangnam Intermodal 
Transit Center Design (Proposal)

Smart Fast Strong Steel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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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s.청라 블루노바홀  |  Cheongna Blue Nova Hall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증축]
POSCO Humans Office Building [Expansion] 

유니버설 디자인

업무복합 ․ 교육문화 ․ 유니버셜디자인
Office ․ Education ․ Cultural ․ U.D

스포츠 ․ 호텔 ․ 그린리모델링 ․ BIM
Sports ․ Hotel ․ Green Remodeling ․ BIM

주거 ․ 마스터플랜
Residential ․ Master Plan

대표작 ․ 디테일
Best ․ Detail

RIST 본부동 및 연구동
RIST Headquarters and Research Building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증축]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ibrary [Extension]

신한대학교 진리관, 믿음관
Shinhan University Sola Veritas Hall / Sola Fide Hall

기가타운
GIGA Town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 
POSCO Global R&D Center

그린리모델링

BIM



#SMART1716WORKS

업무복합 · 교육문화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포스코A&C는 지속가능한 고객의 가치를 설계하고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Total Service 제공을 위해 최적화된 디자인과 공법 적용으로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합리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로 진행하여, 다양한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의 편의를 배려한 인간존중 설계를 실현합니다.

설계와 CM의 축적된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 관리를 통해 설계 오류를 개선하여, 

기획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축물의 모든 LIFE CYCLE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최적공법 검토, 안전한 부재의 선정, 신강재 신공법 적용 검토 등 VE(Value Engineering)를 통한 

최적화된 설계를 창출합니다.

POSCO A&C designs sustainable customer values and pursues real values that transcend 
generations. POSCO A&C gives value to a variety of spaces and realizes - design that 
respects people, where human convenience is considered, through a series of design 
processes from pre-design to schematic design, drawing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drawing by applying optimized designs and techniques to provide a total service for 
customer satisfaction.
Based on accumulated professional technologies of design and CM, POSCO A&C 
manages all life cycles of buildings efficiently from planning design to maintenance with 
quality management. Optimized designs are created through Value Engineering (VE), 
such as examination of optimal techniques, selection of safe members,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new steel and new techniques.

#SMART
#Design & Construction Management  
#Cultural Innovation  #창의적 공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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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디자인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증축]  POSCO Humans Office Building [Expansion]12

#Keyword

#SMART17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마크원 지식산업센터  The Mark One

중이온가속기 본부동  Heavy-ion Accelerator Headquarter Building

포스코 포항 스마트데이터센터  POSCO Pohang Smart Data Center

포스코 광양 스마트데이터센터  POSCO Gwangyang Smart Data Center

종로구 통합청사 설계공모 [리모델링 /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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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포스코고등학교  Incheon POSCO High School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컨버전스홀  Yonsei University Convergence Hall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국제설계공모(안)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National Library of Korea Data Preservation Center (Proposal)

포스코 동촌어린이집  POSCO Dongchon kindergarten

기쁨의 교회  The Joyful Church



#SMART1918WORKS

01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Incubating Center  /  Site area  1,671,661.0m2(POSTECH) 
Built area  6,359.25m2  /  Gross floor area  28,372.62m2  /  Floors  B1, 7F  /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1



#SMART2120WORKS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was established to pursue the value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as a member of society 
an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To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of POSCO, 
the company promoted the construction of the Incubating Center to support the venture companies and startups of young people 
according to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POSCO, “With POSCO, Corporate Citizenship: Building a Better Future Together.” The 
architectural design concept is to embody the image of venture companies and startups in the building based on POSCO’s philosophy 
of corporate citizenship. The entire building was intended to reflect an adventurous and experimental spirit by defining programs and 
required rooms as individual floating cubes and combining them vertically and horizontally, thereby embodying an incubating platform.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은 포스코 50주년을 맞아 ‘With POSCO,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사회의 

일원으로써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벤처기업 · 청년 스타트업 업체의 창업/지원공간인 ‘인큐베이팅 

센터’로 건립되었다. 건축 디자인 콘셉트는 포스코 기업시민의 이념을 토대로 벤처/스타트 업체의 이미지를 건축물에 구현한 것으로, 전체 건축물은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도전정신이 투영되도록 프로그램 및 요구 소요실을 개별의 플로팅 큐브로 정의하고 수직 · 수평적으로 조합하여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The atrium in the center of 
the building is designed to bring 

natural lighting into the inner space, 
and the external temperature load is 

minimized for the atrium facing the open 
air. The space is also organized around 
vertical and horizontal networks. The 
building is a cantilever truss structure, 

which can stand on its own with 
protruding integrated beams connecting 

the three floors. The structure is also 
connected to a steel frame and a post-
tensioning structure. The lower part is 

designed to hang from the upper part by 
removing vertical pillars.

건물 중앙의 아트리움은 내부 공간에 
자연채광을 유입하고 외부온도 부하 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수직 및 수평적인 연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건축구조는 
3개 층의 구조를 일체화하여 돌출되어 자립할 
수 있는 캔틸레버 트러스 구조 및 철골구조를 
적용하였으며, 포스트텐셔닝 구조와 저층부는 
수직기둥을 삭제하고 상층부에 매달린 구조로 

설계하였다.



#SMART2322WORKS

The Mark One
마크원 지식산업센터

Location  Inch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Office
Site area  11,924.00m2  /  Built area  9,518.45m2  /  Gross floor area  87,747.62m2

Floors  B1, 15F  /  Design  2018  /  Construction  202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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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2524WORKS

Heavy-ion Accelerator Headquarter Building
중이온가속기 본부동

Location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Education · Research
Site area  952,066m2 /  Built area  76,246.25m2  /  Gross floor area  116,297.93m2

Floors  B1, 4F  /  Design  2017  /  Construction  2021  /  Client  IBS

03

계획대지는 약 1.4km X 1km의 북고남저형의 지형이며, 중앙에 임상보호관리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길이 540m의 

가속기동은 지진을 고려하여 암반 위 지형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였고, 산사태, 침수, 산불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 절성토량 최소화, 

시설 보안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자리에 위치한다. 그 외 가속기지원시설은 유틸리티 라인을 최소화하고 가속기동에 미치는 진동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하였다. 연구지원시설은 가속기동 인근에 집중배치하였고, 각 시설별로 추후 확장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건립하였다. 

The planned site is about 1.4 km X 1 km, high in the north and low in the south, and is in a central forest protection and management 
area. The 540m-long accelerator building, built with astronomical costs, was preferentially placed on the terrain above the rock in 
consideration of earthquakes. Also, it is situated in the best location in consideration of disasters such as landslides, flooding, and 
wildfires, the minimization of the amount of cutting and banking of soil, facility security, and surroundings. In addition, the accelerator 
support facilities were placed by ensuring appropriate separation distance to minimize utility lines, the effect of vibration, etc., on the 
accelerator building. The research support facilities were intensively arranged near the accelerator building, For, and free space was 
secured for future expansion of facilities.

□ BIM Digital Design

업무지원시설은 사용자의 이용 특성과 외부 방문객을 고려하여 대지의 주출입구 인근에 분산 배치하면서, 시설의 보안문제를 고려하였다. 특히 

본부동의 경우 외부 방문객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입자 충돌 후 찰나의 순간에 뻗어 나가는 다이나믹한 선형을 패턴화하여 입면에 

반영함으로써 중이온가속기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였다.

The business support facilities were distributed near the main gate of the site for the security of the facilities, considering the usage 
characteristics of users and external visitors. In particular, the headquarters building, which visitors first encounter, expresses the 
identity of Heavy-ion Accelerator Headquarter Building by patterning the dynamic linearity that stretches out in an instant after 
particle collision and reflecting it in the elevation.



#SMART2726WORKS

POSCO Pohang Smart Data Center
포스코 포항 스마트데이터센터

04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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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데이터센터는 4차산업 및 IT시대에 
걸맞는 제철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제철소 내 모든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플랫폼/IT기반 기업들이 기존의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증설하여 임대 사용하는 방식이었던 것에 비해, 

제조기반인 제철소에서 데이터센터 구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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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2928WORKS

디자인 콘셉트는 타 시설과 달리 완벽한 다중 보안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센터의 기능에 따르는 형태/외장 등의 특성을 

건축물의 형태 및 캐노피의 강한 띠로 표현하였으며, QR코드를 모티브로 하여 건물 형태/공간 및 외관에 구현하였다. 또한, 포스코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해 포스코의 WP제품인 POS-H/ 에코거더/ 포스맥 등을 사용하였으며, 태양광 BIPV 등 당시 포스코에서 

새롭게 개발 및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분야까지 TEST BED로써 건축구조 및 외장재에 적용하였다. 또한, 건축물 구조는 8.0 규모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위해 지진하중 및 풍하중 기준은 최고등급인 ‘특’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한 안전을 우선으로 반영했을 

뿐 아니라 기계전기통신 설비에도 내진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상면공간 등 각종 주요 설비실은 특수한 고가의 내진용 

액세스플로어를 설치하여 지진 등에 대응하도록 설계하였다.

Unlike other facilities, the design concept expresses characteristics such as shape and exterior following the function of 
the data center composed of the perfect multiplex security system by using the building’s shape and strong bands of 
the canopy. A QR code design was reflected in the shape, space, and exterior of the building as a motif. Also, POSCO’s 
WP products such as POS-H, eco-girder, and PosMAC were used to emphasize POSCO’s identity. New areas developed 
by POSCO such as photovoltaic BIPV and even business expansion were applied to the building structure and exterior 
materials as a test bed. In addition, safety was reflected as a top priority. Earthquake load and wind load standards for the 
building were based on the highest grade of “special” for earthquake-resistant design to respond to an 8.0 magnitude 
earthquake. The design of machine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also considered earthquake resistance. For 
example, special expensive quake-proof access floors were installed in the main equipment rooms including the upper 
space to respond to earthquakes.



#SMART3130WORKS

POSCO Gwangyang Smart Data Center
포스코 광양 스마트데이터센터

05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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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3332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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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  Program  Government Bui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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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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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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Plan



#SMART3534WORKS

대지는 정도전 집터, 사복시 터로 역사적 정체성과 옛길을 존중하며 다변적 상황에 열려있는 종로마당을 계획한다. 또한, 매스를 분절하여 

통합청사의 서로 다른 기관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 기관 사이에 상호연계 가능한 적절한 공공공간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경계없는 유연한 통합 플랫폼으로 계획하였다. 지하 2층은 광화문역과 연계된 역사, 문화, 상업, 공공시설이 공존하는 

복합문화 지하공간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송초등학교의 입면과 동선을 확장시켜 종로구청과 상호통합적 계획을 하였다. 수송초의 

입면은 종로구청 라운지의 내부적 입면이 되고, 연결된 계단을 통해 아트리움으로 자연스러운 초대가 이루어진다.

주변도시와 연결소통의 배치

The site was the home of Jeong Do-jeon and the royal stable court. So, we plan a Jongno yard that respects the historical identity 
and old roads and is open to multilateral situations. In addition, the mass was segmented to respect the independence of the 
different organizations of the integrated office building and suitable public spaces between organizations were arranged to 
interconnect them as an equal, democratic space for local residents and a flexible, borderless, integrated platform. The second 
basement floor was designed as a complex cultural underground space where history, culture, commerce, and public facilities 
connected to Gwanghwamun Station coexist. Lastly, Susong Elementary School and Jongno-gu Office were planned to be 
mutually integrated by expanding the elevation and moving line of Susong Elementary School. The elevation of Susong Elementary 
School becomes the internal elevation of the Jongno-gu Office lounge, and the connected stairs lead naturally to the atrium.

종로의 숲 | The Forest of Jongno 입체적 - 다목적 종로마당 | Multi - layered Madang fo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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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Education
Site area  25,000m2  /  Built area  16,031.80m2  /  Gross floor area  14,203.44m2

Floors  B1, 4F  /  Design  2013  /  Client  NSIC (New Songdo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Incheon POSCO High School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창의와 혁신의 요람을 구축하고 송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송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다. 친환경 녹색학교, 안전한 학교를 기반으로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BIM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건축을 추구하고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자연채광, 차양설계, 옥상 및 벽면녹화, 고효율 단열 등 총 170여 

가지의 친환경 요소기술을 적용하였다.

□ BIM Digital Design

Incheon POSCO High School is a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that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radle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has become 
a landmark in Songdo. We pursued effective architecture and designed the school to reduc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by using BIM from 
design to construction in order to build an eco-friendly green and safe school. We also applied about 170 eco-friendly technologies, such as natural 
lighting, shading device design, a green roof and wall system, and high-efficiency insulation.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National Library of 
Korea Data Preservation Center (Proposal)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국제설계공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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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Pyeongchang-gun, Gangwon-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Education
Site area  145,297m2 /  Built area  45,817.43m2  /  Gross floor area  51,461.42m2 /  Floors  3F
Design  2021  /  Client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 (IBC) has lost 
its former glory and is currently neglected. This project aims to use the 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 (IBC) building to permanently store national documents. 
By not only securing a stable, long-term national document storage space, but also 
establishing an environment capable of storing various information media and an 
advanced restoration system, the National Document Archive will go beyond the role of 
storing national documents and embrace nature and culture, while undertaking the role as 
a national-level cultural facility contributing to the recovery of the location’s past sense of 
place. The project proposes a horizontal layered band that preserves the existing structure, 
which embodies the historical memories of the Winter Olympics, connects different eras 
with minimum disturbance and achieves sustainable growth. 

평창동계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는 현재 활력을 잃은 채 방치되어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전 

건물인 국제방송센터(IBC)를 활용하여 국가 문헌을 영구보존하고자 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문헌의 보존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정보 매체 다변화에 대응하는 매체별 보존환경 조성 및 

첨단 복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문헌보존관은 보존기능을 넘어 자연과 문화를 끌어들이고, 

과거의 장소성을 회복하는 국가적 차원의 문화시설로서 도약해야 한다. 올림픽이라는 역사적인 

기억을 담고 있는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대를 연결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장방형의 Horizontal Layered Band를 제안한다. 

#SMART3938WORKS

Yonsei University Convergence Hall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컨버전스홀

Location  Wonju-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Education · Research
Site area  321,962m2 /  Built area  5,004.91m2  /  Gross floor area  10,223.71m2  /  Floors  B1, 3F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2  /  Client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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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지 내 프로젝트실, 창업보육실, 첨단융합, 학생창업시설 

등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융합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인 컨버전스홀이다. 대학의 비전과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계획을 모티브로 

하여,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The Convergence Hall on the site of the Mirae Campus of Yonsei University 
is a space where students can engage in a variety of activities and future-
oriented convergence education can be realized. The hall is planned to be 
used as project rooms, business incubation rooms, advanced convergence, 
startup facilities for students, etc.  With the motif of a plan to express the 
vision and symbolism of the university, construction is currently underway 
with the goal of completion in June 2022.



#SMART4140WORKS

10 POSCO Dongchon kindergarten
포스코 동촌어린이집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Program  Kindergarten  /  Site area  79,899.00m2  /  Built area  1,430.32m2 

Gross floor area  2,549.21m2  /  Floors  2F  /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1

2020 더(THE) 자람 보육공모전 고용노동부 장관상 / 공간 · 환경디자인 분야 대상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반영한 상생형 어린이집은 포항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였다. 상생형 어린이집은 포스코, 그룹사, 협력사가 공동 이용하며, 협력사 직원에 대해서는 건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무상 지원한다. 

강철같은 안전한 집과 대자연의 푸르름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포스코가 만든 “아이들의,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구성하여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 daycare center was designed to realize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Corporate Citizenship: Building a Better Future 
Together” for coexistence. It helps the employees in Pohang to balance work and family and contributes to resolving the problem 
of a low birthrate. POSCO, its group companies, and partner companies can jointly use the daycare center for coexistence, and 
employees of partner companies can use it without cost in line with the purpose of construction. The daycare center built by 
POSCO is a special space “of children, by children, for children.” Children can enjoy a safe house like steel and the greenness of 
mother nature at the same time. The daycare center also provides an environment and high-quality educational programs where 
working parents can feel safe leaving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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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yful Church
기쁨의 교회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ligious
Site area  41,026m2 /  Built area  7,947m2  /  Gross floor area  35,497m2  /  Floors  B2, 4F
Design  2010  /  Construction  2013  /  Client  The Joyful Church

11 교회는 기존 골짜기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하며, 대예배실을 중앙에 설치하여 종교시설의 구심점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복지관은 접근성과 편의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전면에 계획하였으며, 입면 디자인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물고기’ 형태와 ‘갈대 바구니’ 패턴을 형상화하였다.

The church has a form that harmonizes with the existing valley terrain, and the main chapel is placed in the center to be the pivot of the religious 
facility. The welfare center is designed in front considering accessibility and its function as a convenient facility. The facade design represents a “fish” 
shape with a religious connotation and a “reed basket” pattern.

#SMARTWORKS 4342



국내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 휴먼스는 이용자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율이 유사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모두가 스스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체 프로세스에 도입하였습니다.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뜻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로 고령자 및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제약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의 

주변환경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약자를 고려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활동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품이나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성을 

제공하고, 사고를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POSCO A&C의 안전 ‧ 안심 디자인은 국민 생활 영역 모두에 해당되며, 단순히 안전 보장만이 아닌 

불안전한 요소까지 최소화한 디자인으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POSCO A&C의 기술을 집약하여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듭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Universal Design  

POSCO A&C의 안전 ‧ 안심 디자인
Safety & Security Design

The First Step Toward Safety, 
POSCO A&C’s Safety & Security Design.
안전을 향한 첫걸음, POSCO A&C의 안전 ‧ 안심 디자인

Universal Design

Project: 포스코 휴먼스 
POSCO HUMANS

Design that creates an environment that everyone can use regardless of gender, age, 
nationality, cultural background, or disability.

With the advent of a low birth rate and an aging society,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re expanding, and our surroundings require space for the weak, such 
as the disabled, the elderly, pregnant women, and children. Everybody can perform activities 
with an easy mind in a comfortable environment. Space should be designed to provide stability 
of products or facilities to users in case of emergency, and to prevent accidents and provide 
psychological stability.
POSCO A&C’s safety design is applied to all areas of people’s lives. POSCO A&C creates a safe 
construction environment by concentrating its technologies to prevent accidents with designs 
that do not only guarantee safety, but also minimize unsafe factors.

POSCO HUMANS, Korea’s No. 1 subsidiary type standard workplace for the disabled, is a place 
where the ratio of worker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s similar, so they can work safely and 
comfortably without bias. Therefore, universal design has been introduced into overall process 
for this.

Technology

| 공간 Concept | 

건축계획 초기단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배치, 형태, 주차시스템 

등을 결정 

·  조작이 편리하고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모든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계획   

·  피난계단 출입문은 평상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상시개방형으로 계획  

| 사이니지  Signage | 

근로자의 신체적, 감각적 특성을 포용하고 POSCO HUMANS의 이미지 정체성을 담은 유니버설 사이니지 디자인 계획

·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 등의 접근성 및 시야각을 고려한 형태계획(신체적 다양성 고려)

사
무
동

필로티 하부 셔틀버스 승하차장 
및 주출입구 연계

셔
틀
버
스
승
하
차Universal design was applied from the early stage of the building plan 

to determine the arrangement, shape, parking system, etc.
·   All gates are designed to be automatic for convenient operation and 

unrestricted movement.
·   Emergency stair doors are designed to be permanently open for 

easy use.

Universal signage design that embraces the physical and sensible characteristics of workers and image identity of POSCO 
HUMANS design is planned.
·   Form is planned considering accessibility and viewing angle of wheelchair users as well as workers without disabilities. 

(Physical diversity is considered.)

옥상조경 무단차 계획

2 111자동문 방화문 상시개방

일관성

POSCO의 기업이념과 
브랜드 가치 표현

정체성

포스코휴먼스 건물과
연계성 고려

포용성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를 담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기업이념 건축물 용도 근로자 (사용자특성)

근로자의 신체적 ‧ 감각적 특성을 표용하고, 
POSCO HUMANS의 이미지 정체성을 담은

유니버설 사이니지 디자인 계획

간결한 형태

Minimal Form Intuitive  
Information

포스코 브랜드 사이니지의
간결하고 미니멀한 형태,

전용서체, 그림문자 등 반영

클리닝센터의 공간적 성격을
표현하는 청량하고 맑은 인상의

대표색상 적용

신체적, 감각적 차별없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안내체계 적용

Color for
Characterization

직관적인 정보특징적 색상

#SMART4544WORKS



#SMART4746WORKS

제1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UD 환경조성 분야 민간부문 대상

POSCO Humans Office Building [Expansion]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증축]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Office
Site area  12,876m2 /  Built area  641.20m2  /  Gross floor area  2,539.82m2  /  Floors  B1, 3F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0

12

Barrier Free를 넘어선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
국내 1호 장애인 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 사무동 증축 설계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인 사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 및 공간 개선 프로젝트이다. 

사용자의 다양성을 포용하여 손쉬운 이용과 접근이 가능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고자 한다.

Beyond Barrier Free, creating a safe and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for everyone
When the extension of the office building of POSCO Humans, Korea’s first workplace for the disabled, was designed, we promoted a project to improve 
the building and space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office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by applying universal design. We want to promot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users by embracing the diversity of users and creating a safe and pleasant work environment that is easy to use and access.

승강기 내부 층별안내도 사무동 층별안내도

건물 종합안내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면서 경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이 
지향해야할 가치를 시설과 운영 측면에서 

모두 실현하고 있다. 

Creative, innovative, and 
borderless universal design is 

embodied at a high standard to 
make office space that can be used 
by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e space satisfies the 
values that universal design should 

pursue in terms of facilities an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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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Sports Complex  #Pleasant Space
#Green Synergy  #3D-rawing

스포츠 · 호텔 ·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ing) · BIM

포스코A&C의 세련된 기술과 구조적 해법을 보여주는 High-Tech 기술은 고객의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시설의 가치를 극대화한 공간을 창조합니다.

포스코A&C가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설계를 통한 기간과 비용 절약, 

그 안에 쾌적한 삶을 담아내며, 친환경적 건축물의 기능전환 및 재구성,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건축물의 재활성화 및 가치 복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IM, VR, AR을 활용한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생 요소 검토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더 빠르고 

완벽한 설계 프로세스를 실현합니다.

High-tech, which shows POSCO A&C’s refined technologies and structural solutions 
that meet the complex needs of customers, maximizes the value of facilities, and 
creates perfect space more quickly.
Based on its know-how, POSCO A&C saves construction time and costs with more 
professional and differentiated designs, captures a pleasant life in it, and provides 
revitalization of buildings and a value restoration solution by transforming and 
reconstructing eco-friendly buildings and improving energy performance. 
Designs and simulations using BIM, VR, and AR minimize risks by examining 
occurrence factors, thereby realizing a faster and more prefect design process.

#Keyword 01

02

03

04

05

06

07

청라 블루노바홀 + CCCA  Cheongna Blue Nova Hall + Cheongna Cultural Center Aquatics

김해 종합운동장  Gimhae Main Stadium

울산 문수체육관  Ulsan Munsu Gymnasium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Gwangju Summer Universiade Swimming Stadium

미얀마 롯데호텔 양곤  Myanmar Lotte Hotel Yangon

2012 여수 엑스포 포스코관  2012 Yeosu EXPO POSCO Corporate Pavilion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안)  

International Invited Design Competition for Gangnam Intermodal Transit Center Design (Proposal)

그린리모델링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RIST 본부동 및 연구동  RIST Headquarters and Research Building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ibrary

신한대학교 진리관, 믿음관  Shinhan University Sola Veritas Hall / Sola Fide Hall

08

09

10

기가타운  GIGA Town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  POSCO Global R&D Center

11

12

#FAST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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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na Blue Nova Hall 
+ Cheongna Cultural Center Aquatics
청라 블루노바홀 + CCCA 

01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Cultural  /  Site area  10,000m2 /  Built area  1,873.45m2

Gross floor area  4,153.96m2  /  Floors  B1, 2F  /  Design  2017  /  Construction  2021  / Client  Seo-gu, Incheon-si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Cultural  /  Site area  10,000m2 /  Built area  1,588m2

Gross floor area  2,977m2  /  Floors  B1, 2F  /  Design  2013  /  Construction  2015  / Client  Seo-gu, Incheon-si

Cheongna Blue Nova Hall

Cheongna Cultural Center Aqu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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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블루노바홀
청라신도시의 중심인 청라호수공원 내에 위치한 블루노바홀은 청라를 상징하는 보석을 형태 및 재료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공연장과는 다르게 서로 다른 높이 조절이 가능한 가변무대와 수납식 좌석으로 기존의 공연무대 외에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서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일부 공연대관을 위한 공연장이 아닌, 청라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

Cheongna Blue Nova Hall
Blue Nova Hall in Cheongna Lake Park in the center of Cheongna International City was intended to represent a jewel symbolizing Cheongna 
in terms of shape and material. In particular, unlike existing theaters, the hall has adjustable stages that change in height and seats available 
for storage, which makes a variety of events possible by altering the spac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erformance stage. Blue Nova Hall is 
expected to establish itself as a complex cultural space that Cheongna residents can use in various ways, and not just a rental theater.

CCCA
청라지구의 도시 디자인 콘셉트인 “세계의 푸른 보석”을 

담아내고자 수평적 공원 위에 놓인 건물의 매스를 보석으로 

이미지화하여 경관적 게이트로 계획하였다. 알루미늄 패널과 

사선으로 된 파사드는 햇살에 따라 반짝이며 시시각각 다른 

표정을 드러내고, 공원 내 호수 위로 흐트러지는 햇살의 

반짝임과 아름다운 조우를 맺게 될 것이다. 경관 조명은 주변 

주거지를 고려하여 은은하면서도 보석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Cheongna Cultural Center Aquatics
The urban design concept of Cheongna District is 
“the blue jewel of the world.” We tried to express 
the concept by placing the mass of the building on 
a horizontal park that was imaged as a jewel and 
planned it as a scenic gate. Aluminum panels and a 
diagonal façade glitter in the sunlight and show various 
expressions every moment and will form a beautiful 
encounter with the sparkling of the scattered sunlight 
on the lake in the park. The landscape lighting was 
designed to shine softly and display the shape of the 
jewel considering nearby resident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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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Gimhae Main Stadium
김해 종합운동장

Location  Gimhae,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Sports
Site area  107,852m2  /  Built area  26,435m2  /  Gross floor area  68,370m2  /  Floors  B5, 3F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4  /  Client  Gimhae-si

104회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김해 종합운동장은 ‘협소한 대지 여건, 약 30m의 레벨 차, 기존 경기장과의 연계, 최저가 

입찰방식의 턴키’라는 제한조건을 풀어내야 했다. 김해를 상징하는 ‘쌍어’의 선형 모티브로 하여 해오름공원 언덕 위에 역동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김해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고,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에코 플랫폼으로서의 복합문화공원을 

제안한다.

To design Gimhae Sports Complex where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and track and field competitions of the 104th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will be held, we had to solve difficulties such as narrow site conditions, a level difference of about 30m, 
linkage with existing stadiums, and a turnkey system with the lowest bidding. With the motif of “Ssangeo“, which is a symbol of 
Gimhae, a dynamic landscape will be created on the hill of Haeoreum Park. It will be a new landmark to view Gimhae. We suggest a 
complex cultural park as an eco-platform that connects the city with nature and people with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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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unsu Gymnasium
울산 문수체육관

Location  Nam-gu, Ulsan, Republic of Korea  /  Program  Sports  /  Site area  912,310.0m2 
Built area  8,223.51m2  /  Gross floor area  18,349.8m2  /  Floors  B1, 3F  /  Design  2018
Construction  2021  /  Client  Ulsan-si

03 울산 문수체육관은 주변의 월드컵경기장, 실내수영장, 야구장 등 전문체육시설과 함께 울산 생활체육문화의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되었다. 

울산시민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위해 주변 도시 맥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광장을 형성하고, 경기 및 각종 

이벤트에 최적화된 볼륨과 울산의 인문 ․ 역사적 요소를 모티브로 한 건축형태를 도입하였다. 울산체육공원에 새롭게 건립되는 실내종합체육관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구심점이자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Ulsan Munsu Gymnasium was built as a base for expanding a culture of sport for life in Ulsan with specialized sports facilities such as the 
World Cup Stadium, indoor swimming pool, and baseball stadium nearby. To give an identity as a facility of sport for life for the energetic 
daily life of Ulsan citizens, we formed a square organically connected with neighboring cities. We also introduced an architectural form with 
a volume optimized for sports games and events and the motif of the humanistic and historical elements of Ulsan. The new indoor general 
gymnasium built in Ulsan Sports Park will become the center of the community and a land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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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Summer Universiade Swimming Stadium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04
Location  Gwangju, Republic of Korea  /  Program  Sports  /  Site area  165,658m2  /  Built area 11,982.9m2

Gross floor area  19,398.68m2  /  Floors  B1, 3F  /  Design  2013  /  Construction  2015  /  Client  Gwangju-si

Section

□ BIM Digi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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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계인의 가슴 속에 떠오를 무등산의 미래를 닮은 ‘최첨단 광주 국제 수영경기장’에 축제를 맞이하는 광주의 문화적 ․ 사회적 응집력을 물방울의 

형상으로 담아내었다. 이 무대를 통해 도전하는 스포츠 정신이 광주의 평화 ․ 문화 ․ 자연의 맥박 속에서 하나로 만나 뜨거운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The high-tech Gwangju International Swimming Stadium, which is similar to the future of Mudeungsan Mountain coming to mind to people 
around the world in 2015, expresses the cultural and social cohesion of Gwangju to welcome the festival in the shape of a water drop.  
Challenging sportsmanship will come together as one here to form a passionate community in the pulse of peace, culture, and nature of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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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Lotte Hotel Yangon
미얀마 롯데호텔 양곤

Location  SinPhyuShin YeikTha, Yangon, Myanmar  /  Program  High rise Hotel, Luxury Hotel
Site area  22,237m2 /  Built area  11,151.91m2  /  Gross floor area  104,123m2

Floors  A_ B1, 29F, B_ B2, 15F  /  Design  2014  /  Client  Daewoo International

05 미얀마 양곤의 인야 호수변에 위치한 5성급 660객실의 

호텔 및 서비스레지던스로 양곤 최초의 유리 커튼월 

디자인의 고층형 건축물이다. 불교국가 미얀마의 연꽃을 

상징하는 배치 및 입면에서 비롯된 건축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대지의 속성과 지역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하였다. 

대지의 윤곽을 많이 활용하여 랜드마크 호텔의 상징적 ․

조형적 특성과 전체적인 디자인을 가미하면서 호텔로서의 

기능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자재와 조경식재 등을 선정하였으며, 호텔의 특성을 

고려한 품격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였다.

The five-star, 660-room hotel and service residence 
located near Inya Lake in Yangon, Myanmar is 
the city’s first glass curtain wall design high-story 
structure. The architectural design features a layout 
and elevation inspired by lotus flowers of Myanmar, 
a Buddhist country. The design carefully considered 
the surroundings to prevent significant damage to the 
properties of the land and the local environment. 

Outlines of the land were used to add symbolic and 
sculptural characteristics to the overall design of the 
landmark hotel, and its functionality and profitability 
as a hotel were also considered. Building and 
landscaping material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were used in the structure, and many considerations 
were made to establish an elegant space that reflects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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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12 Yeosu EXPO POSCO Corporate Pavilion
2012 여수엑스포 포스코관

Location  Yeosu-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Pavilion  /  Total floor area  2,113m2

Floors  3F  /  Design  2012

정면은 별도의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포스코의 기업 철학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다 쪽은 바다를 향해 
열어놓은 ‘귀’의 형태를 이미지화하여 자연의 소리에 

경청하고자 하는 포스코의 의지를 담았다.

The front is an open structure 
without doors to show POSCO’s corporate 
philosophy of communicating with an open 

mind. The side facing the sea is designed in the 
shape of an “ear” to represent POSCO’s will to 

listen to the sounds of nature.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의해 반들반들하게 다듬어진 

앵무조개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포스코관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포스코의 역사와 미래의 

성장의지를 표현하였다.

인간과 바다의 소통을 모티브로 한 건물로 3차원 비정형 

설계 과정을 거쳐 시공되었으며 비정형 인조대리석을 

외장재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철골구조의 외장은 

신축성이 강한 스타코플렉스를 적용하였으며 오션뷰는 

인조대리석을 3D 가공하여 연결 시공함으로써 열린 뷰를 

확보하였다.

The motif of POSCO Pavilion is a nautilus smoothly 
polished by waves and wind over the years. The 
building expresses POSCO’s history and will to grow 
in the future through its appearance that changes 
according to the way people look at it.

A building with the motif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and the sea, it was constructed through a 
three-dimensional atypical design process and is 
characterized by using atypical artificial marble as an 
exterior material. An open view was secured by 3D 
processing and connection construction.

#FAST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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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구조와 연결된 공유공간
도시의 핵심 시설과 도시구조를 연결하여 새로운 보행체계로 연결된 새로운 도시 축을 형성한다. 도시구조와 연결된 네트워크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연결하며 광역 교통 네트워크로 서울과 한국을 연결하고 정보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연결한다.

Shared Space Connected with Urban Structure
We create new urban axis by new pedestrian system connected with main infrastructure and structure of the city.
The network connected to the urban structure links to the International Exchange District, while the intercity road 
network connects Seoul and Korea, and the information network connects the world.

07 International Invited Design Competition for 
Gangnam Intermodal Transit Center Design 
(Proposal)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안)

Location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Program  Transit Center  /  Site area  56,000m2

Floors  B6  /  Design  2017  /  Cli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연결과 상생의 도시 _ 서울 시냅스
GITC프로젝트는 단순한 복합환승센터의 계획을 넘어선 연결과 상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사람 중심의 미래 서울을 위한 계획이 

사람 중심의 가치로 연결되어 완성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중심으로서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하는 시민들의 안심 공간을 GITC 

프로젝트에서 실현한다. 도시구조와 연결된 공유공간에 사람을 연결하는 시민 참여 컨텐츠를 제공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지속 

가능 운영구조의 체제를 만들어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함께 서울의 성장과 발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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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uggest further growth and advance of Seoul together with GITC. With Gangnam as the hub, we can provide citizen 
participation-based contents which link people with the shared space connected by urban structure, and creative and 
sustainable management structure led by private sector. 



그린리모델링이란?    
Green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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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Remodeling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요소와 녹색 건축물의 요소를 융합하여 주거 환경 ․ 에너지 성능개선 ․ 건물 

자산가치 상승을 도모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리모델링입니다. 특히 건물의 노후도, 에너지 사용상태, 

사용용도, 관계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건물의 자산가치 및 에너지 성능 개선의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건축물성능 향상 탄소배출량 절감 고용창출 기여

Improvement of Building Performanc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Contribution to Job Creation

모니터링  
Monitoring

프로그램 검토: 목표·전략 
Program Review: Goals & Strategies

디자인팀 구성
Design Team Composition

디자인 워크샵
Design workshop

리모델링 문제 고려
Consider Remodeling Issues

개념 설계
Concept Design

구조설계
Structural Design

외피설계
Skin Design

디자인
+

성능목표
달성

에너지

시뮬레이션

건물성능

진단기술

요소기술

Data Base

녹색시공

매뉴얼

·  1차 에너지 소요량 분석을 통한 목표 수준 확인

   (요소기술 대안선정에 활용)

·  IES-VE, Design builder, ECO2 등 프로그램 활용

·  건물 에너지 성능 진단 노하우 보유
·  KOLAS 인증기관 수준의 측정 장비 활용
   (실내 공기질, 열화상 카메라 등)

·  200여 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기술 DB 보유
·  시공성 및 합리적 공사비 고려한 성능 개선 방안 수립

·  친환경 건물성능확보를 위한 녹색시공 매뉴얼 보유
·  친환경, 리모델링 관련 국책과제 연구성과 활용

운영을 위한 전략  
Strategies for Operations

건설을 위한 전략  
Strategies for Construction

           실시설계, 계약서류  
Detailed Design, Contract Document

재료선택  
Material Selection

 기계시스템설계  
Mechanical System Design

전기 ‧ 조명설계  
Electrical ‧ Lighting Design

그린리모델링 성능구현 기술    Green Technology 

Green Remodeling is that creates new value by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energy 
performance and increasing building property value with a combination of remodeling factors for 
deteriorated buildings and green building factors. In particular, it provides building owners with the 
benefits of improvement of building property value and energy performance by carefully reviewing 
building deterioration level, energy use status, related laws, etc.

Technology

그린리모델링 수상실적    Awards

친환경 건물 인증 내역    Certification   

PLATINUM
포스코 에너지 미래관

최우수(그린1등급) ★ ★ ★ ★
포스코 에너지 미래관
포스코 그린빌딩

우수(그린2등급) ★ ★ ★
포스코센터 친환경 리모델링
상하중학교 신축공사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전재배치 공사
장애인 종합 재활교육 훈련시설 
은평 다목적 체육관
다사랑 행복센터

1++등급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세종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김포 한강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오산 세교

1+등급
뚝섬역 지식산업센터

1등급
포스코 에너지 미래관
특공대 훈련시설

2등급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세종 

4등급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김포 한강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오산 세교 

·   2021 녹색건축대전 국토부장관상 ·   2017 제7회 한국리모델링 건축대전 
    환경부 장관상 ( 대상 )

·   2018 제3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비주거부문 최우수상
·    2018 녹색건축한마당 그린리모델링 

프로젝트 은상 수상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도서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 더케이 손해보험 사옥

LEED 인증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   2016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공모전 
    국토교통부 장관상 ( 대상 )

·    2021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국토부장관상

RIST 본부동 및 연구동

·   2020 제3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비주거부문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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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T Headquarters & Research Building
RIST 본부동 및 연구동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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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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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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변화하는 
융합연구 중심의 스마트 친환경 

연구소로 전환을 위해 구조보강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포스코 

고유의 프린팅BIPV기술, 설계,
시공, 디자인빌드 솔루션이 적용되었다.

For the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making a transition to a smart 
eco-friendly research institute that 

focuses on changing fusion research, 
seismic performance is secured by 
structural strengthening. It is also 

equipped with an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with high efficiency. In 
addition, POSCO’s unique printing BIPV 
technology and design-build solution 

that includes all processes from design 
to construction we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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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국토부장관상
2020 그린리모델링 공모전 최우수상 (LH사장상)
2020 리모델링건축대전 입선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ibrary [Expansion]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서관 [증축]

Location  Dong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  Program  Library
Site area  81,127m2  /  Built area  2,698m2  /  Gross floor area  14,476.22m2  /  Floors  B1, 6F
Design  2018  /  Construction  2020  /  Clien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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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은 1973년 준공된 건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로 효율이 낮아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공간의 확장을 위해 수직 ‧ 수평 증축을 진행하였으며,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으로 

탈바꿈하였다.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시스템으로 28.2억에 대해 3%의 이자 지원을 받아 자금 조달에 대한 수요처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16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약 19,200명의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Campus Library was completed in 1973. So, with green remodeling, we improved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building, which had low energy efficiency due to aging, and built vertical and horizontal extensions of the building 
to expand the space. As a result, the library was transformed into a smart library that can respond to changing times beyond traditional 
library functions. Thanks to the green remodeling interest support system of the LH Green Remodeling Center, the demander received 
3% interest support on 2.82 billion won and it relieved the economic burden for financing. In addition, it played a social role in job creation 
by employing approximately 19,200 people over the 16-month construction period.

1st floor plan_ Open Reading Room

1st floor plan_ Media Plaza



#FASTWORKS 7574

준공된 지 약 50년이 된 노후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였고, 전통적인 도서관의 한계를 
넘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으로 탈바꿈하였다.

The old building built about 50 
years ago, with green remodeling, 

we improved the energy 
performance of the building. As a 
result, the library was transformed 

into a smart library that can 
respond to changing times beyond 

traditional library functions. 

Sustainable Library

6th floor plan_ Conference room 6th floor plan_ Stage

2th floor plan_ Rest Zone

3-4th floor plan_ Reading Room

Shinhan University Sola Veritas Hall / 
Sola Fide Hall
신한대학교 진리관, 믿음관

Location  Uijeongb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Education ‧ Research  /  Site area  143,554m2 
Built area  1,112.55m2(Sola Veritas Hall), 1,047.16m2(Sola Fide Hall)  /  Gross floor area  6,307.89m2(Sola Veritas Hall), 
5,302.48m2(Sola Fide Hall)  /  Floors  B1, 5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2  /  Client  Shinh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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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관

믿음관

진리관_ 1층 진리관_ 4층 믿음관_휴게공간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진리관 및 믿음관 

그린리모델링의 주요 개념은 3가지로, 첫째, 재해석

Reinterpretation, 둘째, 유연한 공간 Flexible Space, 

셋째, 스마트 그린 Smart Green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나아가 건물 내부에서는 기능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에너지 

절약형 그린 캠퍼스를 구축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for the Shinhan University Uijeongbu Campus 
Sola Veritas Hall and Sola Fide Hall is to improve 
the aging educational environment to increase 
user satisfaction, modernize the functions of the 
building, and operate efficient facilities. Three 
main concepts are embodied: Reinterpretation, 
Flexible Space, and Smart Green. According to 
the concepts, a modern design was applied with 
a re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s, and functional 
and flexible spaces were implemented inside the 
buildings. Also, the green campus was built with 
energy-saving technolog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is project effectively reflected a green 
remodeling project.



#FASTWORKS 7776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본사인력 업무 수행

▪ BIM 적용범위 설정

▪ BIM DB 구축

▪ BIM Data 작성(건축/구조)

▪ BIM 모델기반 도서추출

현장 Need 해결

▪ 착공단계 시공업무

▪ 공정별품질관리

▪ BIM 기술현장 내재화
공동
주택 심의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실시 설계

일반
주택 설계       교통영향 평가       심의 및 건축인허가 BIM

기반
설계
진행

POSCO A&C 
BIM’s Speciality

Technology

BIM Process

Pre-
Con 

솔루션 
개발

송도아크베이 Total BIM Modeling

포스코A&C는 BIM 설계기술을 통해 건축물을 3D 시각화하고 각종 지형정보와 기반시설 정보, 

건축물 정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최적의 친환경 도시설계를 지향합니다. 

기획-실시설계-시공현장-사후관리까지 건설의 모든 Life Cycle Management에 BIM Data가 

활용됩니다. 최적화된 BIM 설계를 통해 공사비용, 공사기간, 시공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소모와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POSCO A&C aims to visualize buildings in 3D through BIM design technology, manage 
various topographic, infrastructure, and building information together, and design an optimal 
eco-friendly city through simulation analysis. BIM data is used in all life cycle management 
of planning-construction drawing-construction site-follow-up management. POSCO A&C 
minimizes construction costs, time, and problems, and designs spaces where economical 
and eco-friendly construction is possible by predicting energy consumption and carbon 
emissions.

POSCO A&C BIM분야  수상

| 2009 - 2015  |   BIM AWARDS KOREA 6년 연속 수상   
Received BIM AWARDS KOREA 6 years in a row

끊임없는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빌딩스마트협회에서 주최하는 BIM AWARDS 

KOREA에서 6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브라질 CSP 제철소에서 업계 

최초로 BIM+VE를 적용하여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을 이루는 등 향후 건설 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7년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을 

시작으로 포스코 글로벌 R&D센터, 포항ㆍ광양체육관, 송도 포스코 그린빌딩, 산본 

마스터프라자, 제주 클리프호텔 등에 BIM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기가타운

Based on its accumulated technologies, POSCO A&C has won prizes in 
BIM AWARDS KOREA hosted by buildingSMART Korea 6 years in a row. 
In particular, it was evaluated that the CSP Steel Plant Complex in Brazil 
presented a new direction for the construction market such as shortening the 
construction period and cost savings.  Starting with the POSCO E&C Songdo 
building in 2007, POSCO A&C has provided BIM technology solutions to the 
POSCO Global R&D Center, Pohang & Gwangyang Sports Complex, Songdo 
POSCO Green building, Sanbon Master Plaza, Jeju Cliff Hotel, etc.

| 2014 - 2015  |   BIM 수행실적 2년 연속 업계 1위 달성   
Achieved No. 1 BIM performance in the industry 2 years in a row

포스코A&C는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건립에 국내 최초로 BIM을 도입한 이후 

설계ㆍ디자인빌드ㆍCM 등 다양한 부문에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에 BIM 적용 기업 중 수행실적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스코A&C는 일반 건축물 외에도 포스코에서 진행하는 브라질 

CSP제철 플랜트, 포스코 신제강공장, 벤츠 코리아 부품물류센터 등의 플랜트 

분야에서도 BIM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POSCO A&C has been continuously promoting technical development in 
various fields such as design, design build and CM since it introduced BI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o build the POSCO E&C building in Songdo. As a result, 
POSCO A&C ranked first in the performance category among BIM-applied 
companies in the second half of 2014 and the first half of 2015. In addition to 
general buildings, POSCO A&C has introduced BIM in plant fields such as the 
CSP Steel Plant Complex in Brazil, POSCO’s new steel mill, and the Mercedes-
Benz Korea parts distribution center.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포스코 그린빌딩



#FASTWORKS 7978

GIGA Town
기가타운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 Neighborhood facility
Site area  10,288.5m2  /  Built area  7,021.51m2  /  Gross floor area  47,415.98m2  /  Floors  B2, 12F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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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 Digital Design

기가타운 모듈러동과 RC동 공사기간 비교

탄소배출량 비교

포스코가 개발한 친환경 소재 ‘기가스틸’ 에서 이름을 따온 

광양제철소 직원 생활관인 기가타운은 밀레니엄 세대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1인 Lifecycle을 반영한 기숙사 

500실 중 A동 200실은 모듈러 + B동 300실을 RC 

구조로 분리 계획하여 각 동의 시공 경쟁력 및 사업성을 

검증하였다. 설계단계부터 BIM(건설정보 모델링) 기반의 

제작과 조립 공정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DfMA)를 도입하여 

디지털목업(Mock-up)과 가상공간에서 모듈러 유닛 제작, 

운송, 설치 등을 사전 시뮬레이션해 오류를 미리 제거하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제작 단계에선 3D 스캐너 검측으로 

제작 오차를 줄였다. A동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10층을 

넘어선 모듈러 건축물이자, 완공 기준으로 국내 최고층(12층) 

모듈러건립으로 중 ․ 고층 모듈러 시장 Track Record를 

확보하게 될 프로젝트이다.

GIGA Town, the employee dormitory of Gwangyang 
Steelworks, is named after GIGA Steel, an eco-
friendly material developed by POSCO. In the 
employee dormitory that was built considering the 
growth environment of millennials and reflecting one 
person lifecycle, 200 out of 500 rooms in Building A 
were planned with a modular construction method, 
and 300 rooms in Building B with an RC structure.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easibility of each building were verified. 
Design for Manufacturing and Assembly (DfMA) 
based on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was 
introduced from the design stage. In addition, a digital 
mock-up was used, and modular units were virtually 
manufactured, transported, and installed through pre-
simulation. Consequently, errors were eliminated in 
advance and accuracy was improved. Manufacturing 
errors were also reduced in the manufacturing stage 
with 3D scanner inspection. Building A is the first 
modular building with more than 10 floors in Korea and 
the nation’s tallest modular building (12-story building) 
based on completion. This project will prove our track 
record in the mid-to-high-rise modular market.

Construction Simulation



#FASTWORKS 8180

POSCO Global R&D Center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Education ‧ Research ‧ Residence ‧ Culture
Site area  82,536m2  /  Gross floor area  98,221m2  /  Floors  B1, 16F  /  Design  2008  /  Construc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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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BIM AWARDS Construction 단체부분-Best Practice

□ BIM Digital Design

인천의 영종지구 및 청라지구와 함께 송도지구는 아시아의 경제 중심 지구로 발전될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삼각지역 중 하나로 첨단 R&D 기능의 

집적으로 글로벌 포스코의 기업 위상 정립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국제적 연구개발단지의 위상을 높이는 건축 디자인과 철강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강종 ‧ 신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쾌적한 연구환경 및 지속가능한 단지를 위한 친환경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Songdo District, along with Yeongjong District and Cheongna District, is one of the triangular regions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that will be developed as the economic center of Asia, and the aim is to establish the corporate status of global POSCO in the district and secure 
a sustainable growth base by integrating advanced R&D functions. Architectural design that raises the status of an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lex was applied. Also, new steel grades and new construction methods were employed with the steel company’s know-how. 
An eco-friendly design was planned for a pleasant research environment and sustainable complex.



#FASTWORKS 8382

BIM_ Convention Hall BIM Rendering

It is a large cutting-edge 
research complex that uses the 
BIM system. Experts for process 

management were deployed 
throughout the entire business 

stage, and the construction period 
was shortened by simultaneously 

performing design and construction 
(applying Fast Track).

포스코 글로벌 R&D센터는 
BIM 시스템을 이용한 대규모 

최첨단 연구복합단지로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공정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였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
(Fast Track 적용)으로 공기를 

단축하였다.



#STRONG8584WORKS

#STRONG
#Enhanced Safety  #Reliable Lifestyle
#프리미엄 주거문화

주거 · 마스터플랜

집이란 가족의 삶을 담는 그릇. 포스코A&C는 시간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견고함과 튼튼함을 

기반으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집이 가져야 할 본질적 

가치와 그 안에 담길 라이프스타일을 더 깊이 고민하고,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는 공간미학을 

제시하며 항상 앞서가는 프리미엄 주거공간과 마을, 도시를 설계합니다.

A house is a bowl that contains the life of a family. To enable a safe and comfortable life in 
any environment based on timeless solidity and firmness, POSCO A&C designs advanced 
premium residential spaces, villages, and cities, thinking more of the essential values 
houses must have and the lifestyles that will be contained in the houses and suggesting 
spatial aesthetics that improve the dignity of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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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85

신내 컴팩트시티  Sinnae Compact City

강일, 서울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안)  

International Invited Design Competition for Gangil, Seoul Compact City (Proposal)   

송도 더샵 G5 주상복합  Songdo The Sharp G5 Mixed-Use

더샵 송도아크베이  The Sharp Songdo Arcbay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  송도 더샵 센터니얼  |  송도 더샵 프라임뷰

Songdo The Sharp First Park  |  Songdo The Sharp Centennial  |  Songdo The Sharp Prime View

인천 시티오씨엘  Incheon City O Ciel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  더샵 오포센트리체  Opo The Sharp Central Foret  |  The Sharp Opo Centriche

잭 니클라우스 골프빌라 _ 아너스 117  Jack Nicklaus Golf Villa _ HONORS 117

아일랜드리조트  _ 더 헤븐  Residential complex design in Island CC  _ The HEAVEN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김포 한강, 세종, 오산 세교  

Passive Town House _ Gimpo Hangang, Sejong, Osan Segyo

제로에너지 하우스 _ 부산 명지, 세종, 화성 동탄  

Zero Energy House _ Busan Myeongji, Sejong, Hwaseong Dongtan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South Saad Al-Abdullah New Town in Kuwait Master Plan

베트남 북안카잉 2단계 마스터플랜  North An-Khanh New City Phase II Master Plan

통영 폐조선소 재생 마스터플랜  Master Plan for Regeneration of Tongyeong Dockyard



#STRONG8786WORKS

Sinnae Compact City
신내 컴팩트시티

01

Location  Jungnang-gu, Seoul, Republic of Korea  /  Program  Mixed Use
Site area  51,683m2  /  Built area  23,085m2  /  Gross floor area  107,268m2

Floors  Residential_ B1, 15F, SOC(Social Overhead Capital)_ B1, 3F  /  Design  2020-2022  /  Client  SH

신내 컴팩트시티는 도시와 건축, 프로그램의 입체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울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담는 복합적 상상체의 도시를 제안하고, 철도와 도로에 

의해 단절된 도시구조를 회복하고 입체화된 연결을 제시한다. 단절된 지역을 연결해주는 도시 인프라이면서 행복주택 건립, 직주근접의 개념 도입, 지역과 

상생하는 생활 SOC ․ 자족시설의 플랫폼 구현, 도시개발지역과 자연환경의 경계 지역으로 상생적 친환경도시, 교육과 문화, 생산과 소비의 순환적 자족도시를 

구현하는 새로운 도시의 롤모델을 제시한다.

Sinnae Compact City proposes a complex and imaginary city as a blueprint for Seoul’s new future by changing ideas of cities, architecture, and 
programs in a three-dimensional way. Also, it presents the restoration of urban structures cut off by railroads and roads and three-dimensional 
connection. Sinnae Compact City is an urban infrastructure that connects separated areas, and introduces the concept of happy housing 
with the proximity of jobs and housing, and implements a platform for living SOC and self-sufficient facilities coexisting with the region. It also 
suggests a role model as a coexisting and eco-friendly city in a boundary area between urban development area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s a new city that realizes a cyclical and self-sufficient city of education and culture, and production and consumption.

□ BIM Digital Design

Infrastructure
Ground Ground

HousingHousing

ParkPark

Venture District
Station

Park

Landscape
Network Birdge

SOCSOC HousingHousing

Seperated Urban Space Connect New Level Multi-Level City

Process

Sinnae Central Station Multi Complex District Sinae District

북부간선도로

Multi-Leve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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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existing apartment housing complexes build walls such as gated communities, this plan proposed to prevent the 
ground floor from being up built as a public space with floating residential facilities. If the plan is realized, the concept of 
a dwelling will change as the ground floor of the apartment is transformed from a previously closed space into a space 
open to the public.

기존 공동주택 단지가 담을 쌓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였다면 본 계획안은 공중에 뜬 주거시설로 그라운드가 열린 공공공간이며 담을 

쌓지 못하도록 계획하였다. 계획안이 실현될 경우, 그동안 닫혔던 아파트의 1층이 공공에게 열린 공간이 되면서 거주에 관한 개념이 

변화할 것이다.

Hybrid Structure System

ㆍ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에 따른 상부 주거동의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RC + 모듈러&트러스” 하이브리드 구조시스템 적용

ㆍ적층형 유닛박스 모듈러 시스템 적용을 통한 경량화 및 일체화된 구조적 안전성 확보

ㆍ Applying “RC + Modular & Truss” Hybrid Structural System to minimize the noise/vibration of upper 
floors in residential buildings due to Bukbu Expressway multi-level plan and secure housing safety. 

ㆍ To secure integrated structural safety and accomplish lightweight system through the application 
of a stacked unit box modul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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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Ga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  Program  Mixed-use  /  Site area  33,855m2

Built area  25,105m2  /  Gross floor area  147,897m2  /  Floors  B2, 18F  /  Design  2020  /  Client  SH

02

강일 컴팩트시티는 강일도시개발구역, 고덕강일공동주택지구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중심에 위치한다. 이 대지는 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청념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프로그램을 제안함과 동시에 지역의 거점 커뮤니티 역할과 공원, 녹지를 연계하여 문화적이며 쾌적한 열린 도시로 치환되어야 한다. 

대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고 서울의 문제점으로부터 희망들로 열려 있는 장소이며, 새로운 도시를 상상하는 미래적인 풍경을 제공할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자연, 사람에 대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컴팩트시티의 중요 개념을 제안한다.

Gangil Compact City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Gangil Urban Development Zone, the intersection of Godeok Gangil Public Housing District and
Seoul ring expressway. This site should be replaced with a cultural, pleasant and open city linking the role of local hub communities with parks and
green spaces but at the same time proposing local amenities, SOC (Social Overhead Capital) considering life type, happy housing programs for
youths and newlyweds. The land is a place that stimulates our imagination as offering the potential for solving problems in Seoul. It has infinite value 
to provide us with a futuristic imagery, a new landscape of the city. Therefore, we propose a primary concept of the complex and three-dimensional 
compact city, in particular of region, nature and people.

International Invited Design Competition for 
Gangil, Seoul Compact City (Proposal) 
강일, 서울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안)

스파인 시스템의 연속적인 구조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흥미롭게 나열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입체적 공원으로 

유입시킨다. 도시 축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주동의 매스까지 조화로운 흐름을 연결하는 도시공간으로 도시와 자연, 문화와 

사람을 엮으며 새로운 도시의 풍경을 제안한다.

The continuous structure of the spine system not only places various communities in an interesting manner, but also gives 
the city a visual openness and brings people into multidimensional parks. As city space connecting a harmonious flow to 
mass of main building which naturally runs along the city’s axis, we propose a new urban scenery that weaves together 
cities and nature,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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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do The Sharp G5 Mixed-Use
송도 더샵 G5 주상복합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Mixed-use  /  Site area  91,238.6m2

Built area  30,851.99m2  /  Gross floor area  388,634.11m2  /  Floors  B2, 46F  /  Design  2021
Construction  2025  /  Client  NSIC

03

This housing complex project is the last development in Songdo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It is a mega block housing complex where the 
western side of the complex faces the waterfront and there is a large park in the block. For superb landscape design, a design competition with 
a consortium in which foreign companies participated was held. Two domestic companies and two foreign companies were selected to create 
the design. To minimize interference between buildings and secure a view from the complex and visual openness on the city street, tower-type 
buildings were arranged facing south to provide a view of the lake, sea, and park in a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주거단지 프로젝트로서 서측 단지 외곽으로는 워터프론트를 접하고, 블록 내부에 대규모 공공 공원을 품은 메가블록 

주거단지이다. 우수한 경관디자인을 위해 해외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설계공모를 진행하였고, 국내 2개 사와 해외 2개 사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주동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지 내 조망과 도시 가로에서의 시각적인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 주동을 배치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향 배치와 더불어 호수, 바다, 공원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 

03
04
05-1
05-2
05-3

Urban Tower, Garden Tower, Park Tower, 
and Lake Tower will play a role as a design 
code in the G5 complex according to 
their shape and elevation. Garden Tower, 
located at the main scenic point on the 
waterfront, is a vertical forest tower that 
expands the park into the air, Urban Tower 
is a landmark that makes a skyline so that 
people can recognize the G5 block from a 
long distance, Park Tower represents trees 
in the park, and Lake Tower symbolizes the 
waves of the waterfront. 

어반타워, 가든타워, 파크타워, 레이크타워는 

형태와 입면에 따라 G5 단지에서 디자인 

코드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가든타워는 

워터프론트 변 주요 경관 거점에 위치하면서 

공원을 공중으로 확장하는 수직 포레스트 

타워이고, 어반타워는 G5 블록을 원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랜드마크이며, 파크타워는 공원의 나무들, 

레이크타워는 워터프론트의 물결을 상징하는 

타워로 계획되었다.

Incheon-si, Songdo-dong

Songdo The Sharp G5 Mixed-Use
The Sharp Songdo Arcbay
Songdo The Sharp First Park
Songdo The Sharp Centennial
Songdo The Sharp Prime View

Key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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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rp Songdo Arcbay
더샵 송도아크베이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Site area  27,268.90m2  /  Built area  12,327.89m2  /  Gross floor area  242,370.82m2

Floors  B4, 46-49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6  /  Client  NSIC

04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터프론트 호수 ․ 센트럴파크 ․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등 다채로운 조망이 가능하다. 국제업무 교류의 중심, 

환경친화적 도시로서 송도 IBD 개발계획과 부합되는 차별화된 

트위스트 형태의 주동과 포디움 형태이며,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조망이 우수한 단지에 위치한다.

동북측 센트로드 오피스 조망권을 배려하여 수변 조망이 

우수한 위치에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도시조망이 가능한 곳에 

오피스텔을 배치하였다. 수변 가로와 연계된 특화 가로를 

조성하였고 회색빛의 콘크리트 아파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커튼월룩을 사용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세련된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입면을 형성하였다. 

It is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area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there is a colorful view of the 
Waterfront Lake, Central Park, and Jack Nicklaus Golf 
Club. Songdo is the center of international business 
exchanges and is an eco-friendly city.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buildings have a differentiated 
twisting shape and a podium shap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plan of Songdo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IBD). This complex has an excellent view in 
connection with the waterfront park. Considering 
the view of offices in the Centroad buildings on the 
northeast side, the apartment houses are arranged 
with an excellent view of the waterfront and the studio 
apartments are placed where city views are possible. 
A special street connected with the waterfront street 
was created. Also, a curtain wall technique was used to 
escape from the image of gray concrete apartments so 
that the elevation of the building can match the refined 
image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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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do The Sharp First Park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05-1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Site area  94,588.1m2  /  Built area  14,058.69m2  /  Gross floor area  441,457.85m2

Floors  44F(The highest)  /  Design  2013  /  Construction  2017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구성되어 일조 및 채광이 우수하고, 판상형과 
3면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다. 송도 최초로 커튼월룩, 멘디니 패턴을 
적용한 입면 특화 단지이다. 
단지 내부에 순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계획하고 단지 중심에 
생태연못과 잔디광장을 배치하여 ‘Healing Atelier’를 구현하였고, 
Human(사람을 배려하는 빛) ․ Urban(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빛)  
․ Green(자연의 빛을 닮은 빛)을 주제로 경관조명을 계획하였다.

All households face south, so the sunlight and lighting are good. 
The shape is a flat type and a three-sided open type. This is a 
special elevation complex where the curtain wall technique and 
Mendini pattern were applied for the first time in Songdo.
A “Healing Atelier” was made by planning circular bike paths 
and walking paths inside the complex, and by arranging an 
ecological pond and a lawn square in the center of the complex. 
Landscape lighting was planned with the themes of Human 
(light caring for human beings), Urban (light breathing life into 
the city), and Green (light resembling natural light).

Songdo The Sharp Centennial
송도 더샵 센터니얼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Site area  16,743.7m2  /  Built area  3,046.92m2  /  Gross floor area  59,432.1m2

Floors  B2, 39F  /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3

05-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여 워터프론트 호수 ․ 센트럴파크 ․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 국제학교와 워터프론트 호수를 
연결하는 단지 중앙의 60m 통경축과 단지 중앙의 넓은 오픈 스페이스로 
인하여 개방감이 극대화되어 있다. 주변의 숲과 호수의 Nature Axis와 
도심의 Urban Axis를 기반으로 메스의 방향성이 설정되었고 도시적 
이미지의 반복과 교차하는 선의 흐름을 모티브로 수직 ․ 수평 라인의 
패턴으로 표현되었다.

It is located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it is possible 
to view the Waterfront Lake, Central Park, and Jack Nicklaus 
Golf Club. The sense of openness is maximized due to both the 
60 m view corridor connecting the international school with the 
Waterfront Lake and the large open space in the center of the 
complex. The direction of mass was set based on the natural 
axis of the surrounding forest and lake, and the urban axis of 
downtown. A motif of the repetition of urban images and the flow 
of intersecting lines was expressed as patterns of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Songdo The Sharp Prime View
송도 더샵 프라임뷰

Location  109, 109-2, Songdo-dong,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Program  Residential  /  Site area  40,387m2  /  Built area  4,798.87m2 

Gross floor area  127,348.63m2  /  Floors  B2, 29-37F (5 buildings)

Design  2015-2019  /  Construction  2022

Location  114, Songdo-dong,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Program  Residential  /  Site area  16,476.1m2  /  Built area  2,636.06m2 

Gross floor area  38,524.42m2  /  Floors  B1, 16-19F (4 buildings)

Design  2015-2019  /  Construction  2021

F20-1BL

F25-1BL

05-3

Site Plan Plan_ Penthouse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여 서해바다와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워터프론트 호수 등 다채로운 조망이 가능하다. 
서해바다 - 골프장 - 더샵 프라임뷰의 F25-1 BL(지상 
16층~19층)과 F20-1 BL(지상 29층~37층)을 따라 
점진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고, 저․중․고층의 다양한 
높이 구성 및 중대형 평형의 남향 위주의 열린 배치로 
골프장 및 서해바다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F25-1BL 전면동의 경우, 2개 층 오픈 발코니, 팬트하우스 
계획 및 커튼월 형태의 외장재 적용으로 골프장 등 단지 
내•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입면에서 탈피하고 송도 국제도시의 풍부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It is located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offers a variety of views including the Yellow Sea, 
Jack Nicklaus Golf Club, and the Waterfront Lake. The 
Yellow Sea, golf club, and THE SHARP Prime View’s 
F25-1 BL (16th to 19th floors above ground) and F20-1 
BL (29th to 37th floors above ground) form a gradual 
skyline. Views of the Yellow Sea and the golf club were 
secured with various height configurations of the low, 
middle, and high floors and the open arrangement of 
the medium- and large-sized apartments facing south. 
In the case of the front building F25-1BL, open balconies 
were installed on two floors, a penthouse was planned, 
and curtain wall type exterior materials were applied. 
So, when viewed from inside or outside the complex, 
such as the golf club, the building breaks from the 
existing standardized apartment elevation and forms a 
rich landscape of Songdo Internationa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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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Incheon City O Ciel
인천 시티오씨엘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02,007m2  /  Built area  33,955.52m2 
Gross floor area  1,106,879.99m2   /  Floors  B2, 49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6  /  Client  DCRE

가든 루프
그랜드파크로부터 시작하여 도시 전체를 감싸는 그린 루프에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휴먼스케일의 보행 네트워크인 가든 루프를 연결하여 단지를 통합하였으며, 

가든 루프 산책길에는 5개의 특색있는 광장과 노드를 만들어 블록별 다양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학익역에서 이어지는 액티비티 거리와 동과 동 간의 자연스럽게 

흐르는 바람길은 시티오씨엘의 자연을 주거단지로 유입시키며, 주요 경관 

포인트인 그랜드파크와 문학산에서 입체적인 도시 흐름이 보이도록 경관 주동을 

배치하고 주변의 자연경관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였다.

Garden Loop
The complexes were integrated by linking the Green Loop that starts from 
the Grand Park and surrounds the entire city with the Garden Loop, a 
human-scale pedestrian network connecting residential complexes. Five 
unique squares and nodes were designed on the walkway of the Garden 
Loop to give variety to each block. In addition, the Activity Street connecting 
Hagik Station and the Wind Pathway flowing naturally between areas brings 
the nature of City O Ciel into the residential complex. The landscape was 
arranged so that the flow of the three-dimensional city can be seen from the 
main scenic points, the Grand Park and Munhaksan Mountain. As a result, 
the surrounding natural scenery was drawn into the complexes.

Integrated Green Network
A large outdoor space was secured by arranging 
31 buildings, the minimum number, in all four 
blocks. The outdoor space was connected to 
the Grand Park, turning the entire complex into 
a park. Access to the Grand Park also increased 
thanks to the Garden Loop. Consequently, the 
complexes became one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an integrated green network 
was created.In the middle of blocks 2 and 3, a 
safe entrance square embracing the sky in a 
circle was created at the entrance connected 
to the Garden Loop to embody the identity of 
the complexes. In the center of blocks 4 and 5, 
a three-dimensional walkway was designed in 
a shape that embraces the round square, and 
retail stores were arranged in line with the flow 
to activate shopping, events, and walks.

통합 그린 네트워크
전체 4개 블록의 주동 수를 31개 동으로 최소 

배치하여 넓은 외부공간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그랜드파크와 연계하여 단지 전체를 공원화하였으며, 

가든 루프로 그랜드파크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주변 환경과 단지가 하나 되는 통합 그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2․3블록의 중심에는 가든 루프로 연결되는 

출입 위치에 원형으로 하늘을 감싸 안은 안심 출입 

광장을 만들어 단지 아이덴티티를 구현하였으며, 

4․5블록 중심에 입체적 보행로가 원형광장을 감싸 

안은 형상으로 흐름에 맞게 리테일을 배치하여 

쇼핑과 이벤트, 산책이 활성화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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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o The Sharp Central Foret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Location  Gwangju,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Site area  67,649m2  /  Built area  10,171.99m2  /  Gross floor area  234,007.92m2

Floors  B2, 25F  /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2

07-1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입지 조건을 반영하여 단차에 따른 데크 계획 및 주변 환경과 연계된 녹지 계획을 통해 자연 속 주거가 

강조된 단지로 설계하였다.

It was designed as a complex emphasizing living in nature through a deck plan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levels and 
a green area plan linked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reflecting the location conditions where the city and nature 
are connected.

□ BIM Digital Design

The Sharp Opo Centriche
더샵 오포 센트리체

Location  Gwangju,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Site area  68,594m2  /  Built area  11,002.34m2  /  Gross floor area  248,571.86m2

Floors  B3, 25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3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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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Nicklaus Golf Villa _ HONORS 117
잭 니클라우스 골프빌라 _ 아너스 117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  Site area  174,962m2

Number of households  179  /  Floors  B1, 2F  /  Design  2019-2021  /  Clinet  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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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니클라우스 골프빌라(아너스 117)는 송도국제도시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내 고급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로 계획을 진행하였으며, 필지 

분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세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단지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및 단지 전체 경관 

상세 계획을 수립하였다. 

단지는 East Zone과 West Zone으로 크게 구분되며, 각 Zone마다 넓게 조성된 커뮤니티 파크와 주민공동시설인 커뮤니티 센터를 

갖추고 있다. 커뮤니티 파크에서 입주민들은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커뮤니티 센터는 심플한 

조형으로 디자인하고, 넓게 개방된 입면에는 거울못을 계획함으로써 건축물을 공원 속의 오브제로 인식될 수 있게 하였다. 

The purpose of Jack Nicklaus Golf Villa(Honors 117) is to build a prestigious housing complex in Jack Nicklaus Golf Club 
in Songdo International City. A master plan and detailed plans for the landscape of the entire complex were established 
to prevent the reckless development of individual households and to make a harmonious complex landscape whi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t sales business.

The complex is divided into East Zone and West Zone, and each zone has a large community park and a community center 
that residents use communally. In the community park, residents can take a rest and go for a walk. The community center, 
a convenience facility for residents, was designed with a simple sculpture, and a mirror pond was planned on the wide-
open elevation so that the building can be regarded as an object in the park.

가로투시도 단독필지 주택

샘플하우스(잭 니클라우스 홈) 공동필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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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Complex in Island CC _ The HEAVEN
아일랜드리조트 _ 더 헤븐

Location  An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Accommodation
Site area  51,555m2  /  Built area  6,884.393m2  /  Gross floor area  54,674.939m2

Floors  B2, 11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2(Phase 1), 2022(Phase 2)  /  Client  island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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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아일랜드CC 내 ‘더 헤븐’은 총 부지 231만m²(약 70만 평)에 레지던스 6개 동 228세대가 계획되었으며, 1차 

4개 동 152세대, 2차 2개 동 76세대로 구성되었다. ‘고품격 레지던스(High-end Residence)’라는 콘셉트로 ‘골프 코스와 서해 바다 

전경을 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세대에서 골프장과 서해 바다의 조망이 가능하다.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저층은 주차장과 

실내․외 Infinite Pool, Spa, Sauna 등 편의시설을 갖춘 Community Center로 계획되었고 지상은 숙박시설로 계획되었다.

THE HEAVEN, a 2.31million-m² site, was planned in Island CC on Daebudo Island, Ansan-si, Gyeonggi-do. Six residence 
buildings and 228 households were planned, with the first four buildings consisting of 152 households and the second two 
buildings having 76 households. With the concept of a “high-end residence,” all households can enjoy a view of the golf 
course and the Yellow Sea from their home. It has two stories below ground and 11 stories above ground. The lower floors 
were planned as a community center equipped with convenient facilities such as parking lots, indoor and outdoor infinite 
pools, a spa, and a sauna, while the ground floor space was designed for accommodation.

각 세대의 객실 천장고는 3.2m 2면 개방형 거실로 계획하여 골프 코스와 바다로의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발코니 또한 최대폭으로 

확보하여(법적 기준 이상 설치) 고급 휴양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발코니 생활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 외에 진도 9.0 풍속 80m/s를 견딜 수 있는 

내진•내풍 설계,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고 골프 코스와 연계된 휴양이 가능한 숙박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The ceilings in each household were designed to be 3.2 m high and the living room was planned to be open on two sides to 
enjoy a view of the golf course and the sea. The balcony was also secured at the maximum width (above the legal standard) so 
that people could experience the balcony of a luxury resort. In addition, an earthquake- and wind-resistant system capable of 
withstanding a 9.0-magnitude earthquake and wind speed of 80m/s was installed considering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the 
occupants. It was planned to become a recreational accommodation facility linked to the golf course.

Model Image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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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Town House 
_ Gimpo Hangang, Sejong, Osan Segyo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김포 한강, 세종, 오산 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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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세종

Passive Town House _ Gimpo Hangang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김포 한강

Location  Gimpo-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Site area  17,279.0m2  /  Gross floor area  11,662.2m2  /  Floors  B1, 2F
Design  2016  /  Construction  2019  /  Client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ㆍ에너지 효율등급 1++
ㆍ제로에너지 인증 4등급

Passive Town House _ Osan Segyo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오산 세교

Location  O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Site area  13,535.9m2  /  Gross floor area  9,345.6m2  /  Floors  2F  /  Design  2016
Construction  2019  /  Client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Passive Town House _ Sejong
패시브하우스 임대주택 _ 세종

Location  Sejong-si,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Site area  18,217.0m2  /  Gross floor area  5,263.2m2  /  Floors  2F  /  Design  2016 
Construction  2019  /  Client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ㆍ에너지 효율등급 1++
ㆍ제로에너지 인증 2등급

ㆍ에너지 효율등급 1++
ㆍ제로에너지 인증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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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Energy House _ Busan Myeongji, 
Sejong, Hwaseong Dongtan
제로에너지 하우스 _ 부산 명지, 세종, 화성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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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간 속 우리의 생활 수준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주거환경과 스타일 또한 다양하게 변화했으나 유독 단독주택만은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 아름다운 바다와 강이 흐르는 대지 위에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도심형 단독주택단지를 제안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정책에 맞춰 단열 및 기밀 성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구현하였다.

Zero Energy House _ Busan Myeongji
제로에너지 하우스 _ 부산 명지

Location  Busan,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Site area  20,097.00m2  /  Built area  4,477.06m2  /  Gross floor area  5,780.75m2

Floors  B1, 3F  /  Design  2018  /  Construction  2022  /  Client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Our standard of living in changing times has continued to grow. Our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tyles have also 
changed in various ways. However, only detached houses remain the same. So, an urban detached housing complex 
to capture the hearts of modern people is proposed on land near the beautiful sea where rivers flow.
In line with the policy of expanding zero-energy building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e strengthened insulation 
and airtightness and made buildings that reduce energy use, produce energy by using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such as solar power, and minimize energy consumption.

교육과 단지를 잇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커뮤니티 가로 계획은 주민의 소통을 
유도하며 인접한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에 특화된 
단지로써 성장한다.

자연으로 생활의 가치를 높이다
근린공원변으로 길을 조성하고 단지 내부와 공원길을 
연계하여 단지주민들이 근린공원으로 접근가능토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를 계획하였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다
완충녹지, 측벽 배치 등을 통해 서층 30m도로, 남측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교통불편,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된 쾌적한 단지를 구현하였다.

ㆍ에너지 효율등급 1++
ㆍ제로에너지 인증 5등급

Zero Energy House _ Hwaseong Dongtan
제로에너지 하우스 _ 화성 동탄

Location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Site area  77,596.00m2  /  Built area  19,535.99m2  /  Gross floor area  38,138.06m2

Floors  B1, 3F  /  Design  2018  /  Construction  2023  /  Client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Zero Energy House _ Sejong
제로에너지 하우스 _ 세종

Location  Sejong-si, Republic of Korea  /  Program  Residential
Site area  19,630.00m2  /  Built area  4,559.82m2   /  Gross floor area  7,550.99m2  
Floors  B1, 3F  /  Design  2018  /  Construction  2022  /  Client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한가로이 거니는 전원형 산책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산책로이자 마을길을 계획하였으며, 
전통건축의 공간구성을 인용하여 어귀마당부터 안마당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통한 연속적인 동선과 공간을 계획하였다.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 숲
길이 단순한 이동경로로써 역할뿐만 아니라 소통의 장소로써 
역할할 수 있도록 녹지를 형성하여 마을주민들을 이어준다.

단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동
단지 외부 주민들의 유입을 도모하고, 내부 주민들에게는 
반복적인 입면경관이 아닌 다채롭고 흥미로운 경관환경을 
조성하여 단지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도시적 구조에 맞춘 주보행 통로 계획으로 이웃마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처 세종 시립도서관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통한 연속적인 동선과 
공간을 계획하였다.

변화하는 중앙 커뮤니티 가로
단지 중앙에 위치한 중앙마당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용이 가능한 공간계획으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중심이 된다.

자연으로 생활의 가치를 높이다.
단지 남측에 인접한 공원의 녹지를 단지 내부로 유입해 사계절 
내내 맑은 공기가 가득하도록 하며, 서측에는 차폐식재를 
설치하여 단지에 자연을 더하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킨다.

ㆍ에너지 효율등급 1++
ㆍ제로에너지 인증 5등급

ㆍ에너지 효율등급 1++
ㆍ제로에너지 인증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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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Saad Al-Abdullah New Town 
in Kuwait Master Plan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12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대한민국의 LH가 추진하는 G2G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수출 첫 사례이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총 15년간 64.4Km2의 사막 위에 약 27만 명이 거주하는 쿠웨이트 최초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된다.

This is a G2G project that the Public Authority for Housing Welfare of Kuwait an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are promoting, and is the first case of exporting a Korean smart city. This project will continue for a total of 
15 years from 2020 to 2035. Kuwait’s first smart city will be built in a desert area of 64.4Km2 and will house about 
270,000 people.

Location  South Saad Al-Abdullah, Kuwait  /  Program  Master Plan  /  Site area  64.42km²
Gross floor area  115.956km²  /  Floors  B1, 40F (25,000-40,000 units)  /  Design  2016
Client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Waterfront Space

CBD Residential Complex

Waterfront Space

Town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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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n-Khanh New City Phase II Master Plan
베트남 북안카잉 2단계 마스터플랜

13

북안카잉 신도시는 빛나는 황금의 도시 ‘Splendora’를 브랜드화 함으로써 수준 높은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베트남의 지역적 

특성에 한국의 발달 된 설계를 적용하고 1등급 주거 수준에 맞는 단지를 계획한다. 향 ․ 조망 ․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한 단지 

배치, 일조 및 통풍을 완벽히 고려한 주동 평면, 완벽한 단지 내 보안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North An-Khanh New City is pursuing a high-quality city by branding “Splendora,” the city of shining gold. The 
developed design of Korea was applied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Vietnam for a complex planned to meet 
the level of first-class residences. It was planned with the goal of implementing a complete security system in the 
complex, a main plane that fully considers the layout of the complex, and sunlight and ventilation with as much 
privacy as possible.

Location  North An-Khanh, Hanoi, Vietnam  /  Program  Master Plan  
Site area  2,644,700m2  /  Built area  601,535m2  /  Gross floor area  834,874m2

Floors  B1, 21-30F  /  Design  2010  /  Client  JVC

베트남 북안카잉 7블럭 2013 BIM AWARDS Good Practice Design 분야 수상(단체)

□ BIM Digital Design

Villa Terrace House

Central Park

Apartment 7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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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for Regeneration of Tongyeong 
Dockyard
통영 폐조선소 재생 마스터플랜

Location  Tongyeong-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Master Plan for Regeneration  
Site area  185,000m2  /  Gross floor area  87,747.62m2  /  Floors  B2, 46F  /  Design  2018
Client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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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공모 당선
TONGYEONG: CAMP MARE  (통영 캠프 마레)
CAMP MARE는 통영의 문화예술 DNA와 목선부터 시작하여 

배를 만들던 공간과 제작자들, 통영 12 공방의 전통과 장인정신, 

예술과 문화, 한려수도의 자연이 주는 영감으로부터 출발한다. 

대상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스터플랜을 구현한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바다와 수변공간, 

사이트를 조망하고 아우르는 미륵산, 독특한 형태의 매립지에 

위치한 조선소로서의 역사를 존중하며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CAMP MARE는 통합의 공간으로서 LEARN-거주민과 여행자가 

만나 지혜를 나누고, PLAY-창의와 재능이 자라며 생산과 놀이가 

이루어지는, LIVE-생명이 움트고 생동하는 장소이다. 

CAMP MARE에서의 커리어와 직업은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한시적으로 폐쇄되었던 조선소의 공간은 통영을 다음 세대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엔진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CAMP MARE starts with Tongyeong’s cultural and artistic 
DNA in a place where wooden ships were made, and the 
people who built ships, the tradition and craftsmanship 
of Tongyeong 12 workshops, art and culture, and the 
inspiration of nature in Hallyeosudo. The master plan is 
made by actively using three major elements composing 
the target site. Mireuksan Mountain, which overlooks and 
encompasses the sea and waterfront area with infinite 
potential, and the shipyard located in the unique reclaimed 
land, will be reborn as a space respecting history and 
showing unlimited possibilities.
CAMP MARE is an integrated space where residents 
and travelers meet and share wisdom (LEARN), where 
creativity and talent grows, and production and play take 
place (PLAY), and where life is budding and vibrant (LIVE). 
Careers and occupations in CAMP MARE will create 
new energy, and the temporarily closed shipyard will be 
transformed into a new engine to lead Tongyeong to the 
next generation.

Maker SpacePlaza

Crane Theatre

Light House of Ton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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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 · Detail

철은 볼트와 너트 등의 연결부위부터 강구조재, 패널과 같은 외장재까지 다채롭게 쓰이며, 

이는 모두 철이 가진 단단함과 강성 그리고 우수한 가공성 때문입니다.

50년의 역사를 가진 포스코A&C는 POSCO그룹의 기술적 전통인 철과 연관되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철저함과 세밀한 기술적 검토, 섬세한 디테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구조적 

해법과 기능, 마감을 해결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포스코A&C 대표작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STEEL
#Challenge of Steel  #Steel Recipe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

Steel is used in various ways from the joint parts between bolts and nuts to exterior 
building materials such as steel structures and panels. This is because of the hardness, 
strength property, and excellent processability of steel.
POSCO A&C, which has a 50-year history, is associated with steel, a technical tradition of 
the POSCO Group, and POSCO A&C’s representative work shows various attempts to solve 
structural solutions, functions, and finishes, starting with thoroughness of the steel making 
process, detailed technical review, and interest i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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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117

중국 베이징 포스코센터  Beijing POSCO Center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POSCO E&C Tower (Songdo office)

포스코P&S 타워(포스틸 타워)  POSCO P&S Tower (Posteel Tower)

포스코 센터  POSCO Center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POSTECH Tae-Joon Park Digital Library

서울대학교 스포츠 컴플렉스  Seoul National University Sports Complex

울산 월드컵경기장  Ulsan World Cup Stadium

전주 월드컵경기장  Jeonju World Cup Stadium

평창 미디어레지던스 호텔  Pyeongchang Media Residence Hotel

KTX 신경주역사  KTX Shin Gyeongju Station

연세 포스코 브리지  Yonsei POSCO Bridge

남이섬 짚와이어 타워  |  정선 짚와이어 타워  

Nami Island Zip-wire Tower  |  Jeongseon Zip-wire Tower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브리지  Lotte World Tower Sky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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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eijing POSCO Center
중국 베이징 포스코센터 

Location  Beijing, China  /  Program  Office  /  Site area  20,021.399m2  /  Built area  6,681.15m2

Gross floor area  100,106.995m2  /  Floors  Building A _ 33F, Building B _ 25F  
Design  2014  /  Construction  2017

2017 BEIJING ARCHITECTURE AWARD

베이징 포스코센터는 북경의 관문으로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포스코의 글로벌 관문을 상징하는 게이트웨이(Gate Way),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공간 이미지를 만드는 다이내믹 웨이브(Dynamic Wave), 흐름과 소통을 표현한 포스코 웨이(POSCO Way)를 개념으로 한다. 

The Beijing POSCO Center is based on the concept of a gateway to Beijing, with a Gateway that symbolizes POSCO's 
global gateway to the world, a Dynamic Wave that creates a dynamic and energetic spatial image, and POSCO Way, 
which expresses flow and communication. 

Sunken Retail(K-Culture)

Steel Tree

Atrium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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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의 첫인상이 되는 아트리움은 포스코를 상징하는 

스틸 트리(Steel tree)로 지지하였고, 이와 결합된 

미디어아트 장치는 21세기형 공간구성을 제시하는 

결합체로의 역할을 한다. 업무시설인 33층, 25층으로 

구성된 두 개 타워의 파사드는 글라스 핀의 역동적 변화를 

통해서 포스코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다이내믹 한 

선형의 포디움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한류 테마시설이 

위치하여 한국과 중국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The atrium, the first impression of this center, is 
supported by a steel tree symbolizing POSCO. The 
media art device joined to the steel tree plays a 
role as a combination that presents a 21st century 
spatial composition. Two towers with 33 and 25 
floors, respectively, are used as business facilities. 
The facade of the two towers represents POSCO’s 
image through dynamic changes in glass pins. 
Various convenience facilities and Hallyu theme 
facilities are located in the dynamic linear podium, 
which will be a place for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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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E&C Tower (Songdo office)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Program  Office  /  Site area  11,410.7m2

Built area  6,158.14m2  /  Gross floor area  149,771.2m2  /  Floors  B5, 39F  /  Design  2007
Construction  2010

02

□ BIM Digi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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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하는 두 볼륨의 코너부를 깎아냄으로써 타워 간의 압박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입면의 다양성을 추구하였으며, 횡력을 지지하는 

브레이스를 입면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 차폐율을 달리한 반사 

유리를 사용하여 입면에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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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cutting the corners of the two volumes facing each 
other, the pressure between the towers was relieved, and 
the diversity of elevation was pursued. Braces supporting 
lateral force were actively used in the elevation design, 
and a sense of rhythm was given to the elevation by using 
reflective glass with different blockage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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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P&S Tower (POSTEEL Tower)
포스코P&S 타워 (포스틸 타워)  

03

2004 포스코 강구조 작품상 은상
2003 제12회 한국건축문화대상 입선

Location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Program  Office 
Site area  2,874m2  /  Built area  1,271.98m2  /  Gross floor area  43,286.31m2

Floors  B6, 27F  /  Design  2001  /  Constructi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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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이미지의 투영성을 극대화한 외관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역동적인 형태로 도시경관에 변화를 부여한다.

The exterior design that maximizes the projection 
of the corporate image gives change to the urban 

landscape in a simple yet dynamic form.

테헤란로 양측에 도열한 박스형태의 매시브한 건물군 속에서 타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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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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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Center
포스코 센터

Location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Program  Office  
Site area  17,454m2  /  Gross floor area  181,760m2  /  Floors  B6, 31F  /  Design  1993

04

1996 서울특별시 건축상 금상 
1996 POSCO 강구조 작품상 특별상
1995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문 대상

포스코는 포스코센터를 서울 중심지역에 신축함으로써 도시 

건축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였다. 빌딩 자동화 ‧ 사무 

자동화 ‧ 정보통신 등의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건축환경과 

유기적으로 통합된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 

인간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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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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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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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Education ․ Research
Site area  1,587,836m2  /  Gross floor area  335,113m2  /  Floors  B1, 6F  /  Design  2001-2003
Client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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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우수상
2004 미국건축가협회(AIA) 대상
2003 일본디자인협회 디자인상 동상

POSTECH Tae-Joon Park Digital Library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기술과 사회 여건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도서관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이격되어 있는 기존 

캠퍼스와 신규 캠퍼스를 브리지로 연결하였다. 

이로써 약 24m 차이의 기존 및 신규 캠퍼스의 

유기적 흐름을 주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사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유도하여 

물리적으로 이격되어 있는 부지의 조건을 

극복하였다.

The basic direction is to build a state-of-
the-art library that can respond flexibly to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 conditions. A bridge was built 
to connect the existing campus and the 
new campus, which were physically 
separated.  As a result, the building plays 
a central role in leading the organic flow of 
the two campuses 24 meters away from 
each other, and overcomes the condition 
of physically separated sites by providing 
easy access to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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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Gwanak-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  Program  Education ․ Research
Site area  8,800.43m2  /  Built area 2,764.54m2  /  Gross floor area  6,179.10m2  /  Floors  B1, 4F
Design  1999  /  Cli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06

2001 서울특별시 건축상 은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Sports Complex
서울대학교 스포츠 컴플렉스

A bold yet simple design was attempted with 
an efficient and economical surface so that the 
building can be an interesting and functional 
facility and a landmark at the entrance of 
campus. A tube shape surrounding the space 
was applied to this building and a dynamic 
space was created by exposing the steel frame 
structure. This enables the roof to meet all 
functional requirements. The building consists 
of a swimming pool, running tracks, a fitness 
room,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and courts for 
squash and racquetball.

효율적 ․ 경제적인 평면과 캠퍼스 진입부의 랜드마크로 

흥미 있고 기능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지만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이 건물은 공간을 

감싸는 튜브형태를 적용하여 철골구조를 노출시켜 

다이내믹 한 공간을 구성하여 지붕의 모든 기능적인 

요구를 만족시킨다. 수영장, 러닝트랙, 체력단련실, 

실내골프연습장, 스쿼시 및 라켓볼 경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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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World Cup Stadium
울산 월드컵경기장

07

2001 아름다운 건축물상 금상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입선

Location  Ulsan, Republic of Korea  /  Program  Sports
Site area  912,310m2  /  Built area  70,016.79m2  /  Gross floor area  305,866m2

Floors  B2, 3F  /  Design  1998  /  Construction  2001  /  Client  Ulsan-si

월드컵축구장을 중심으로 한 7개 방사선 도로는 축구장으로부터 가장 효율적인 진입 ․ 진출 가능하며, 전용 경기장 외관은 울산의 시조인 학의 

이미지와 공업도시인 울산의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공업생산방식을 극대화한 조립 및 시스템 공법 채택은 국내 제일의 산업 ․ 공업도시의 

정체성을 부각 시키고자 한 것이다. 인장 케이블을 이용한 지붕구조와 100% PC 바닥판을 사용한 구조적 조형미가 뛰어난 경기장으로 지하 

2층 ․ 지상 3층 규모이며, 4면 관중석 전체의 87%를 덮는 지붕은 반구대 암각화에서 표현된 고래 뼈대를 추상화한 철골 트러스와 신라 금관을 

형상화한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다.

Seven radial roads around the World Cup Stadium allow people to efficiently enter and exit the soccer field. The appearance of the 
stadium represents the image of both the crane that symbolizes Ulsan and the industrial city of Ulsan. An assembly and system 
construction method that maximizes the industrial production method was adopted to emphasize the identity of Korea's No. 1 
industrial city. The stadium, with three stories above ground and two underground levels, has outstanding structural beauty due 
to the roof structure using stay cables and the floor using 100% PC slabs. The roof, which covers 87% of the grandstands on four 
sides, is supported by steel trusses like an abstract whale skeleton expressed in the petroglyphs of Bangudae Terrace and pillars 
embodying the gold crowns of the Sill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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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ju World Cup Stadium
전주 월드컵경기장

Location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Sports
Site area  480,326m2  /  Built area  52,249.08m2  /  Gross floor area  90,667.13m2

Floors  B1, 6F  /  Design  1999  /  Construction  2001  /  Client  Jeonju-si

08

2002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

The building emphasizes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 with the roof representing habjukseon (fan), pillars 
symbolizing sotdae (pole), and cables, which support the roof, resembling the 12 strings of the gayageum (Korean 
zither). In addition, it is designed to allow spectators to cross a bridge over the river to enter the stadium. This soccer 
stadium has 42,477 seats and can accommodate up to 50,000 people. It is the fourth-largest stadium in Korea after 
Seoul, Suwon, and Ulsan.

합죽선을 형상화한 지붕, 솟대를 상징하는 기둥, 가야금의 12현을 상징하는 케이블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물로 한국의 

전통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관중들이 하천 위의 다리를 건너 입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2,477석의 좌석 규모로 최대 5만 

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 서울, 수원, 울산 다음으로 큰 축구 전용구장이다. 



#STEEL137136WORKS

Pyeongchang Media Residence Hotel
평창 미디어레지던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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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Pyeongchang-gun, Gangwon-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Hotel
Site area  9,987m2  /  Built area  2,749.16m2  /  Gross floor area  10,305.5m2

Floors  4F  /  Design  2017  /  Construction  2017 

iF Design Award 2019 Gold (아시아 최초 건축물 Gold 수상)
미국 모듈러 협회(MBI) Relocatable Hotel 부문 First place 수상

2018년 동계올림픽 기간에 외신 기자들 숙소로 쓰인 건물로, 포스코A&C의 기술로 개발한 이동형 건축유닛(Re-locatable Building 

Unit)을 단일 객실로 하여 300개의 객실이 결합된 모듈러 호텔이다. 공장에서 100% 제작된 300개의 객실 Unit으로 구성된 호텔은 

내진 ․ 차음 ․ 기밀 ․ 단열 등 주거성능을 충족하고, 공장 제작 4개월을 포함하여 총 7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올림픽 이후 이용자 감소를 

예측하고 사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해체 ․ 이동 ․ 재설치가 가능한 모듈러로 설계했고, 특화된 Steel 기반 디자인을 적용한 System 

Bath, System Wall 등을 사용하였다.

It is a modular hotel with 300 rooms. The re-locatable building unit developed by POSCO A&C technology was used as 
a single room. Foreign journalists used this hotel as their accommodation during the 2018 Winter Olympics. The hotel, 
composed of 300-room units fully manufactured in the factory, meets residential performance such as earthquake 
resistance, sound insulation, airtightness, and insulation and was completed in a total of 7 months, including 4 months 
of factory production. The hotel was designed with modular forms that can be dismantled, moved, and reinstalled by 
predicting a decrease in users after the Olympics and considering post usability. The system bath and the system wall that 
were used apply a specialized steel-based design. Sample Room Entrance

Lobby



#STEEL139138WORKS

KTX Shin Gyeongju Station
KTX 신경주역사

Location  G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Transportation  
Site area  98,840m2  /  Built area  16,382.84m2  /  Gross floor area  32,258.63m2

Floors  B1, 2F  /  Design  2006  /  Construction  2010  /  Client  Korea National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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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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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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EL141140WORKS

Yonsei POSCO Bridge
연세 포스코 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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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  Program  Pavilion  /  Design  1999  /  Client  Yonsei University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1998 연세대학교 공로상

This passageway, with a span of 30 meters, connects the fourth floor of Yonsei University’s Engineering Hall 1 and the third 
floor of Yonsei Engineering Research Park. It is a pavilion that serves as the gate to the College of Engineering.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such as the 1.5-meter level difference between the two buildings, different finishing materials, and the 
structure placed on the road. However, such problems were solved with an octahedron structure.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4층과 연세공학원 3층을 연결하는 30m Span의 연결 통로로 공과대학의 대문 역할을 하는 파빌리온이다.

두 건물의 1.5m 레벨 차이, 마감재료가 상이한 점, 도로 위에 놓여 지는 구조물이란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옥타헤드론 구조로 

해결하였다.



#STEEL143142WORKS

Nami Island Zip-Wire Tower
남이섬 짚와이어 타워

12-1

Location  Gapyeong-gun,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Sports
Gross floor area  1,008.60m2  /  Height  80m  /  Design  2009  /  Construction  2010  /  Client  janaline Co.,Ltd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m 짚와이어 타워가 국내 최초로 가평읍 

달전리 선착장에 세워졌다. 남이섬과는 940m, 

자라섬과는 670m 와이어로 연결된 타워에서 

의자 형태의 기구를 타고 최고시속 80km로 

1분 만에 도착한다. 북한강을 가로지르며 

번지점프와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Asia’s largest and the world’s tallest 
80-meter zip wire tower was built on the 
dock in Daljeon-ri, Gapyeong-eup,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the tower, which 
is connected to Namiseom Island by a 
940-meter wire, and to Jaraseom Island 
by a 670-meter wire, a tourist gets on a 
chair-shaped device and can arrive in a 
minute at a maximum speed of 80 km/h. 
While crossing the Bukhangang River, 
tourists can experience the feeling of 
doing bungee jumping and riding a roller 
coaster at the same time.

Jeongseon Zip-wire Tower
정선 짚와이어 타워  

12-2

정선 짚와이어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10년에 준공된 남이섬 짚와이어 타워에 이어 국내에 설치되는 두 번째 짚와이어로 아시아 지역 

최장 길이인 1.1km 와이어(쇠줄)에 연결된 활강 의자를 타고 300m 아래의 도착지인 동강 생태학습장까지 순간 최대 100km/h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긴장감과 스릴감을 동시에 느끼며 동강과 변방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함께 전망하며 즐길 수 있다.

The Jeongseon zip wire tower is the second zip wire installed in Korea after the Nami Island Zip-wire Tower, which was 
completed for the first time in Asia in 2010. In the Jeongseon zip wire tower, a tourist rides a downhill chair connected to a 
1.1-kilometer wire, the longest in Asia, and can travel up to a maximum speed of 100 km/h to the Donggang Eco Experience 
Center, the destination 300 meters below. Tourists can feel both tension and thrills and enjoy the beautiful natural 
landscape of the Donggang River and Byeongbangsan Mountain.

Location  Jeongseon-gun, Gangwon-do, Republic of Korea  /  Program  Sports
Site area  98,840m2  /  Built area  903m2(1st floor lounge)  /  Height  11.3m
Design  2012  /  Construction  2012  /  Client  Jeongseon-gun



#STEEL145144WORKS

Location  300 Olympic-ro,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  Program  Sports
Length  12m  /  Height  541m above ground (26.7m above RF)  /  Design  2020
Construction  2021  /  Client  Lotte World Tower

13 Lotte World Tower Sky Bridge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브리지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브리지는 롯데월드타워 랜턴층 부위에 설치된 케이블 브리지로,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지상 541m의 높이에서 

브리지를 건너며 짜릿한 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긴장감과 스릴감을 동시에 느끼며 서울과 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함께 전망하며 즐길 수 있다.

투어는 안전장치를 하고 지붕층에서부터 26.7m 높이의 랜턴 4층까지 올라가서 12m 길이의 케이블 브리지를 건너고 반대편 랜턴층 계단을 

통해 돌아 내려오는 코스이다. 

The Sky Bridge is a cable bridge installed on the lantern part of Lotte World Tower. In the tour program, tourists can experience 
the thrilling scenery while crossing the bridge at a height of 541 meters above the ground. They can also feel both tension and 
thrills and enjoy the beautiful landscape of Seoul and the Hangang River.
The tour course starts on the roof floor. After putting on safety devices, the tourists climb up to the 26.7-meter-high fourth floor 
of the lantern part, cross the 12-meter-long cable bridge, and go back down through the stairs of the lantern part on the other 
side.

At the height of 555m from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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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Free Design

- Virtual Design & Simulation 

  (With 3D/4D/5D BIM)

Smart

Fast Strong

- Pre-Fab Component

- Design & Construction 

   Management

- Building Energy Simulation

- Building Performance Evaluation

포스코A&C는 포스코 그룹의 디자인 회사로서 디자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적,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 공간디자인 ․ 건축설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고객의 가치를 설계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한 인간존중 설계를 실현합니다.

포스코A&C 건축설계 서비스    POSCO A&C Design Service

TotalTotal
SolutionSolution
Provider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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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CO A&C  Service

Service

합리적인 디자인프로세스를 통해 공간 디자인에 다양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강구조 및 친환경 디자인을 통해 미래 디자인 분야를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POSCO A&C gives various values to space design through the reasonable design process. 
POSCO A&C pioneers the future design field with steel structures and eco-friendly design.

‘공동주택 특성화 설계’를 통해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최상의 주거가치를 창출합니다.
POSCO A&C creates the best residence value that reflects consumer lifestyles with 
specialized apartment building design.

도시 전반의 솔루션을 제안 할 수 있는 URBAN PLATFORM과 GREEN SYNERGY MODEL을 

통해 도시 전반의 통합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OSCO A&C provides an integrated design solution for the overall city with an URBAN 
PLATFORM and GREEN SYNERGY MODEL that can propose an overall city solution.

26년의 해외설계 경험으로 다양한 설계 실적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RISK MANAGEMENT 

PROCESS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POSCO A&C retains various design performances and know-how with 26 years of overseas 
design experience and identifies risk factors through a RISK MANAGEMENT PROCESS and 
suggests reasonable solutions.

국내 최고의 그린리모델링 핵심 기술역량 솔루션 실적을 바탕으로 일괄수행체계를 제공합니다.
POSCO A&C provides an all-in-one performance system based on Korea’s best green 
modeling core technology capability solution performance.

BIM은 3D 시각화 + 각종 설계 정보 개념으로 건물 수명주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법

입니다. 최적화된 BIM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IM is a 3D visualization + various design information concept that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during the building life cycle. POSCO A&C provides the best service based on 
optimized BIM design technology.

건축 디자인   General

주거 디자인   Housing

도시 디자인   Master Plan

해외 디자인   International 

그린리모델링   Green Remodeling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포스코A&C의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효율의 강재기반 건축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통한 체계적 

설계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며, 사업 전반의 프로세스에서 사업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과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VE(Value Engineering) 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OSCO A&C provides high-efficiency steel-based construction based on the specialized technology of POSCO 
A&C and a systematic design integrated system with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It also provides Value 
Engineering (VE)-based services for business feasibility studies and to improve business quality in the overal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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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Profile

주소  Address

면허보유현황  Licenses

그룹사  Group

송도 본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 송도 24층
POSCO Tower-Songdo 24F, 165, Convensia-daero,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타워 7층
DABONG Tower 7F, 418,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건축사 66명, 기술사 163명, LEED(AP/GP) 4명, PMP/CMP/CCM/PCM 48명

글로벌인프라부문

포스코케미칼

피엠씨텍

피앤오케미칼

신성장부문철강부문

포스코강판

SNNC

포스코알텍

포항특수용접봉

비영리 및 지원법인

RIST

포스코인재창조원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미소금융재단

철강융합신기술연구조합

포스코경영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웰

포스코1%나눔재단

포스코새마을금고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SPS

포스코엠택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날

엔투비

포스코휴먼스

PNR

부산E&E

삼척블루파워

포스코A&C

우리가 자랑스레 빚은 공간에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담겨지는 
‘SMART A&C, 강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Platform’이 

우리의 꿈입니다.

People with POSCO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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