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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의 도전, 100년의 새 꿈

History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짓다.

견고한 초석을 다지다
With Belief

도약을 꿈꾸다
With Achievement 

더불어 함께 발전하다
With Sustainable society

1995 - 2002 2003 - 20081970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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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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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업 등록
Registered Plant Engineering Servi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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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포스코에서 전액 출자
100% Investment of POSCO

1991
포스코센터 설계
Design of POSCO Center

1994 
베트남 IBC 다이아몬드플라자 설계
Design of Vietnam IBC Diamond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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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Registered Safety Inspection-Specialized Agency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
Reported Engineering Activity Agent

1996
상해 포스플라자 설계
Design of Shanghai POS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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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감리 전문회사 등록
Registered General Supervision Company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
Registered Firefighting Construction Supervision

건축사 업무 신고
Reported Architec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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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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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윤리경영 선언
Declared Ethical Code of Conduct

2004 
전문설계업 등록
Registered Professional Design Service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Registered Urban Redevelopment Consul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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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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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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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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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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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POSCO A&C
미래를 선도하다혁신을 이루다

With Innovation

2009 - 2014 2015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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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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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준공
Completed Gwangju Summer Universiade 
Swimming St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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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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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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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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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포스코센터 준공
Completed Beijing POSCO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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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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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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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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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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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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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 미디어레지던스 호텔 준공
Completed Pyeongchang Media Residenc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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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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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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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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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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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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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리모델링건축대전 입선
Won prize in 2020 Korea Remodeling Architectur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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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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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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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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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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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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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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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문수야구장 설계
Design of Ulsan Munsu Baseball St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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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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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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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Society

사회공동체

People

포스코그룹 임직원
개인(지역사회 · 주변이웃)

Biz 파트너
(협력사 · 고객사 · 공급사)

기업시민 포스코   POSCO Corporat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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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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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시민이란?   Corporat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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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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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 Philosophy

SMART A&C,  강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Platform

POSCO A&C VISION 2025

전략 방향   
Strategy Direction      

미래 성장사업 강화 사업방식과 기술의 고도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 친환경 · 고부가사업 역량 집중
· 수행사업의 융합과 시너지 확대

· 기술과 업무방식의 디지털 전환
· 사업별 특화 선도기술 개발

· ESG 기반 공생가치 창출
· 안전하고 행복한 회사 구현

·    Digitalizing technologies and 
ways of working

·    Developing leading technology 
specialized for each business

·    Creating symbiotic value based 
on ESG

·    Realizing a safe and happ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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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bining performed businesses 
and Expanding synergy

핵심 가치   
Core Value   인간, 환경 중심의 진취적 

사고로 문제 해결
전문성 기반의 미래기술 
접목으로 끊임없이 진화

공감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으로 시너지 창출

현장중심의 안전활동과
선진적 안전체계 구축

창의  Creativity 기술  Technology

협력  Cooperation 안전  Safety

Solving problems through 
progressive thinking 
centered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Creating synergies through 
a sense of community with 
empathy and consideration

Continuously evolving 
by incorporating future 
technologies based on 
expertise

Establishing site-oriented 
safety activities and 
advanced safe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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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부문우수상       

           · 녹색건축대전 우수상

           · LEED 그린빌딩 PLANTINUM

오산 시민스포츠센터
2012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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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현동 리바트 건물
2013   제6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작품상

청담 뮤토
2013  ·  제6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작품상

           ·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

베트남 북안카잉 7블럭
2013   BIM AWARDS  Good Practice Design 

분야 수상(단체)

비정형 건축물 3D 측량시스템
2014   BIM AWARDS  Good Practice 

Construction 분야 수상(일반)

울산 문수야구장
2015  굿디자인 공공환경 분야 우수 디자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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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시설

Residential · Accommodation · Master Plan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세종, 김포 한강, 오산세교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차 _
세종 행복도시, 부산 명지, 
화성 동탄

신내 컴팩트시티 강일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안) 

잭 니클라우스 골프빌라 _ 
아너스 117

송도 더샵 G5 주상복합 더샵 송도아크베이

인천 시티오씨엘 보성 운곡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상주 공검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경기 광주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경기 광주 더샵 오포센트리체 남양주 부평 더샵 퍼스트시티 전주 더샵 인후 센트럴 부산 더샵 시티 애비뉴 Ⅰ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 II 송도 더샵 센터니얼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평택역 SK뷰 세종 1-1_L2_현상설계(안)

필리핀 클락힐스 레지던스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C1,C2 블록 복합시설(안)

인천 청라지구 A1, A2 블록 
공동주택(안)

하남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

화성 동탄 우남퍼스트빌 부산 e-편한세상 사하 

천안 백석 더샵 거제 더샵 블루시티 포스코건설 포항 사원아파트 포스코건설 송도 사원아파트
(안) 

잠실 파크리오

삼성 현대 힐스테이트 반포3주구 재건축 아파트(안) 성남 분당 매화마을  더샵 
리모델링 

광주 광천지구 재개발

INDEX

마스터플랜

숙박시설

인도네시아 간다리아 
공동주택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베트남 빙카잉 주거단지 중국 장가항 포스코 사원아
파트(안)

베트남 포스코빌리지

평창 미디어레지던스 호텔 미얀마 롯데호텔 양곤 아일랜드리조트 _ 더 헤븐 기가타운 인천 영종도호텔 (안) 

부산 해운대 콘도미니엄(안) 호주 페사 호텔 베트남 호치민 
다이아몬드프라자 

베트남 랑선호텔 울산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안) 

포스코 월포수련관 별관 서울여자대학교 샬롬하우스  포스텍 기숙사 20동 
리모델링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호연학사

통영 폐조선소 재생 
마스터플랜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베트남 북안카잉 2단계 
마스터플랜

베트남 년짝 주거단지 
마스터플랜(안)

베트남 다이프억 마스터플랜
(안)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인천 미단시티 개발계획 안양 평촌 스마트스퀘어 
개발계획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계획 

중국 친조우시 신지구 백석호 
마스터플랜(안) 

베트남 빈푸옥 1/500 신도시 
마스터플랜(안) 

베트남 호아이덕 신도시 
마스터플랜(안)

베트남 호앙마이 마스터플랜
(안) 



포스코A&C는 21개의 공동주택 관련 디자인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소비자 맞춤형 설계로 그 실력을 인정받는 주거디자인의 트렌드 리더입니다. 
지속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차별화된 디자인을 설계해왔습니다. ‘공동주택 특성화 설계’를 통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설계와 소비자의 Lifestyle을 반영한 주거단지 계획으로 포스코A&C만의 한층 더 높아진 주거가치를 제공합니다.

POSCO A&C is a trend leader in residential design with 21 apartment house-related registered designs and consumer-tailored designs. 
With continuous, accurate analysis, POSCO A&C has been creating differentiated designs that satisfy changing consumer needs. 
A residential complex plan based on “apartment house specialized design” reflecting consumer lifestyle and designs aligned with consumer 
standards will provide greater residential value that only POSCO A&C can offer.

Residential
주거시설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세종, 김포 한강, 오산세교
Zero Energy Town House I_  Sejong, Gimpo Hangang, Osan Segyo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차 _ 세종 행복도시, 부산 명지, 화성 동탄
Zero Energy Town House II _ Sejong Happy City, Busan Myeongji, 
                                                      Hwaseong Dongtan

신내 컴팩트시티 
Sinnae Compact City

강일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안) 
International Invited Design Competetion for Gangil, Seoul Compact 
City(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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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더샵 G5 주상복합
Songdo The Sharp G5 Mixed-Use

더샵 송도아크베이
The Shape Songdo Arcbay

인천 시티오씨엘
Incheon City O Ciel

보성 운곡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Public Housing for People Returning to Farming‧Return to Rural _ 
Boseong Ungok

상주 공검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Public Housing for People returning to farming‧Return to Rural _ 
Sangju Gonggeom

경기 광주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Gyeonggi Gwangju Opo The Sharp Central Foret

경기 광주 더샵 오포센트리체
Gyeonggi Gwangju The Sharp Opo Centriste

남양주 부평 더샵 퍼스트시티
Namyangju Bupyeong The Sharp First City

전주 더샵 인후 센트럴 
Jeonju The Sharp Inhu Central

부산 더샵 시티 애비뉴 Ⅰ
Busan The Sharp City Avenue Ⅰ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 II
Busan The Sharp City Avenue II

송도 더샵 센터니얼
Songdo The Sharp Centennial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Songdo The Sharp First Park

평택역 SK뷰
Pyeongtaek Station SK VIEW

세종 1-1_L2_현상설계(안)
Sejong 1-1 L2 Design Compitition(Proposal)

Zero Energy Town House I _ Sejong

필리핀 클락힐스 레지던스
Philippines Clarkhills Residence

인도네시아 간다리아 공동주택
Indonesia Gandaria Residence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MyanmarYanggon Inno City

베트남 빙카잉 주거단지 
Vietnam Vinh Khanh Apartment Complex

중국 장가항 포스코 사원아파트(안)
China ZPSS POSCO Apartment for Employees(Proposal)

베트남 포스코빌리지
Vietnam POSCO Village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C1,C2 블록 복합시설(안)
International Business Town Development in IFEZ Cheongna 
Area (Proposal)

인천 청라지구 A1, A2 블록 공동주택(안)
A1 & A2 District Apartment Complex in IFEZ Cheongna Area 
(Proposal)

하남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
Hanam Misa Riversade City The Sharp River Foret

화성 동탄 우남퍼스트빌 
Hwaseong Dongtan Woonam Firstvill

부산 e-편한세상 사하 
Busan  e-Pyunhansesang Saha

천안 백석 더샵 
Cheonan Baeseok The Sharp

거제 더샵 블루시티 
Geoje The Sharp Blue City

포스코건설 포항 사원아파트
POSCO E&C Pohang The Sharp Yanghak Town

포스코건설 송도 사원아파트(안) 
POSCO E&C Songdo The Sharp Expo Apartment Complex 
(Proposal)

잠실 파크리오
Jamsil  ‘PARKRIO’

삼성 현대 힐스테이트 
Samseong Hyundai 'HILLSTATE'

반포3주구 재건축 아파트(안)
Banpo District 3 Apartment Complex Reconstruction 
(Proposal)

성남 분당 매화마을 더샵 리모델링 
Seongnam Bundanh Maehwamaeul The Sharp Remodeling

광주 광천지구 재개발
Gwangju Gwangcheon District Apartment Complex 
Reconstruction

SM
A

RT A
&C

, 강
하

고
 지

속
 가

능
한

 건
축

 Platform



Residential

신내 컴팩트시티 

Sinnae Compact City

Location  Jungnang-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1,683 m2  /  Built area  23,085m2  /  Gross floor area  107,268m2 
Floors  B1, 15F(Housing), B1, 3F(SOC)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990 Units  /  Design  2020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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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공동주택 단지가 담을 쌓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였다면 본 계획안은 공중에 뜬 주거시설로 그라운드가 열린 공공공간으로써 담을 쌓지 못하도록 
계획하였다. 계획안이 실현될 경우, 그동안 닫혔던 아파트의 1층이 공공에게 열린 공간이 되면서 거주에 관한 개념이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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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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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내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당선

Seperated Urban Space Connect New Level Multi-Level City



Residential

강일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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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Ga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3,855m2  /  Built area  25,105m2  /  Gross floor area  147,897m2  /  Floors  B2, 18F
Design  2020  /  Client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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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니클라우스 골프빌라 _ 아너스 117

Jack Nicklaus Golf Villa _ HONORS 117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74,962m2  /  Floors  B1, 2F  /  Design  2019-2021  /  Client  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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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vate Land : 131 Total Units (140 Type - 44 Units, 160 Type - 48 Units, 180 Type - 32 Units, 200 Type - 6 Units, 210 Type - 1 Unit) 
    Public Land : 24 Total Units (Residential type-1, Residential type-2, Second House, Corporate type)



Residential

Songdo The Sharp G5 Block Mixed-Use
송도 더샵 G5블록 주상복합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1,238.6m2  /  Built area  30,851.99m2  /  Gross floor area  388,634.11m2   /  Floors  B2, 46F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1,544 Units, Officetel - 96 Units (84 Type)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5  /  Client  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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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해외 2개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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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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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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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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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TOWER
공원 + 도시조망 100%

LAKE TOWER
호수조망 65%  + 공원조망 50%

PARK TOWER
호수조망 65%  + 공원조망 50%



Residential

더샵 송도아크베이

The Shape Songdo Arcbay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7,268.9m2  /  Built area  12,327.89m2  /  Gross floor area  242,370.82m2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775 Units, Officetel - 255 Units (84 Type)  /  Floors  B4, 46-49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6  /  Client  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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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티오씨엘

Incheon City O 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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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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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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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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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1,921 Units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6  /  Client  D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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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세종

Zero Energy Town House Ⅰ _  Sejong

Location  Sejong-si,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8,217m2  /  Gross floor area  5,263.2m2  /  Floors  2F  /  The Number of Unit  60 Total Units (85m2 A - 21 Units, 
85m2 B - 33 Units, 85m2 C - 6 Units)  /  Design  2016  /  Construction  2019  /  Client  LH

도시주택기금, LH, 민간투자회사가 리츠를 설립하여 시행한 민간임대 
단독주택으로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제로에너지시범사업단지이다. 
국내에서 규모가 큰 단독주택단지 중 LID기법, 패시브기술, 액티브기술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 민간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쾌적하고 높은 단열성능을 가진 저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저비용의 고효율 시스템 방안을 고민하여 
적용하였다. 작지만 집집마다 갖춰진 마당은 층간소음등으로 얼룩진 답답한 
도심 속 아파트를 떠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공간이자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이웃간의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It is a Zero-Energy Eco-Community Village 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operating with private rental detached housing provided by REITs 
consisting of the National Urban Housing Fund, LH, and private investment firms. It is 
the first case of applying LID technology, passive and active technology,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among big detached housing complexes in Korea. To increase the 
private sector supply of low-energy and zero-energy buildings with greater comfort 
and insulation performance at affordable prices, low-cost, high-efficiency systems 
were considered from the design stage. A small but ample yard in each house 
will be a place that gives happiness to those dreaming of rural life, leaving behind 
crowded urban apartments with floor noise, and a place for open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beyond walls.

ZEB 2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김포 한강

Zero Energy Town House Ⅰ _ Gimpo Hangang Location  Gimpo-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72,79m2

Gross floor area  11,662.2m2  /  Floors  B1, 2F  /  The Number of Unit  120 
Total Units (85m2 A - 19 Units, 85m2 B - 52 Units, 85m2 C - 25 Units, 85m2 
D - 24 Units  /  Design  2016  /  Construction  2019  /  Client  LH

Location  O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3,535.9m2  
Gross floor area  9,345.6m2  /  Floors  2F  /  The Number of Unit  118 Total 
Units (85m2 A - 16 Units, 85m2 A2 - 14 Units, 85m2 B - 32 Units, 85m2 
Ba - 4 Units, 85m2 Baa - 18 Units, 85m2 C - 20 Units, 85m2 C2 - 14 Units)
Design  2016  /  Construction  2019  / Client  LH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오산 세교

Zero Energy Town House  Ⅰ _ Osan Segyo

ZEB 4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ZEB 4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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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차 _ 세종 행복도시

ZEB 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Zero Energy Town House Ⅱ _ Sejong Happy City

Location  Sejong-si,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9,630 m2  /  Built area  4,559.82m2  /  Gross floor area  7,550.99    /  Floors  B1, 3F
The Number of Unit  78 Total Units (84m2  A, B)  /  Design  2018  /  Construction  2022  /  Client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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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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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B 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ZEB 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차 _ 화성 동탄

Zero Energy Town House Ⅱ _ 
Hwaseong Dongtan

Location  Hwaseong-si,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77,596m2

Built area  19,535.99m2  /  Gross floor area  38,138.06m2  /  Floors  B1, 3F
The Number of Unit  332 Total Units (84m2 A, B, C, D, E, F)  /  Design  2018
Construction  2023  /  Client  LH

Location  Bu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0,097m2  /  Built area  9,192.25m2

Gross floor area  5,780.75m2  /  Floors  B1, 3F  /  The Number of Unit  64 Total 
Units (84m2 A-1, A-2, B, C)  /  Design  2018  /  Construction  2022  /  Client  LH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차 _ 부산 명지

Zero Energy Town House Ⅱ _ Busan Myeong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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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운곡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상주 공검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Public Housing for People Returning to 
Farming · Return to Rural _ Boseong Ungok

Public Housing for People Returning to 
Farming · Return to Rural _ Sangju Gonggeom

Location  Mundeok-myeon, Boseong-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7,471m2  /  Gross floor area  1,077m2  /  Floors  B1, 3F 
The Number of Unit  18 Total Units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1 
Client  LH

Location  Gonggeom-myeon, Sa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9,819m2  /  Gross floor area  808m2  /  Floors  B1, 3F
The Number of Unit  20 Total Units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1
Client  LH

사회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등), 농가인구 감소 및 귀농귀촌 가구 증가 등을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되었고, 30년 장기임대형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역밀찰형 생활SOC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로 설계하였다. 보성운곡지구는 기존 농지에 조성하였고 상주양정지구는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단독주택을 조성하고 기존 폐교 2개동 중 1동은 리모델링을 
하여 주민복지시설 및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Tailored public housing projects were implemented due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ging, etc.), a decrease in the farming population, and 
increase in households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and eco-friendly, 
low-energy buildings were considered for local SOC that can be shared among 
local residents when establishing a 30-year, long-term rental detached housing 
complex. The Boseong Ungok District was built on existing farmland, while the 
Sangju Yangjeong District used abandoned land to build a detached house, 
while one of two existing closed school buildings was remodeled to be used as 
a resident welfare facility and a start-up support center.

* 모듈러 주택 적용

* 모듈러 주택 적용

경기 광주 더샵 오포 센트리체

Gyeonggi Gwangju The Sharp Opo 
Centrische

경기 광주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Gyeonggi Gwangju Opo The Sharp 
Central Foret

Location  Opo-eup, Gw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68,594m2 /  Built area 11,002.34m2  /  Gross floor area  248,571.86m2

Floors  B3, 25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1,475 Units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3

Location  Opo-eup, Gw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67,649m2  /  Built area 10,171.99m2  /  Gross floor area  234,007.9m2

Floors  B2, 25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1,396 Units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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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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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부평 더샵 퍼스트시티

Namyangju Bupyeong The Sharp First City

Location  Jinjeop-eup, Namy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49,475.7m2  /  Built area 8,432.5m2  /  Gross floor area  155,366.34m2  
Floors  B2, 33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1,153 Total Units  /  Design  2018  
Construction  2021

남양주 진접읍 왕숙천과 철마산 사이에 위치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대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단지배치는 왕숙천과 철마산을 주요 조망타깃으로 하여 전세대 남동-
남서향의 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내부 남북방향의 통경축을 중심으로 대형 
중앙녹지가 형성되어 있다. 단위세대는 4Bay를 기본으로 하여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하여 타 단지보다 넓은 내부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59에서 84까지 계획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주동 외관은 도시 공간 및 주변자연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색채경관과 더샵의 상징적인 입면요소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전주 더샵 인후 센트럴 

Jeonju The Sharp Inhu Central Location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8,738.75m2  /  Built area  3,258.18m2  /  Gross floor area  65,239.12m2  
Floors  B2, 25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478 Total Units
Design  2017  /  Construction  2020

It is located between Wangsukcheon Stream and Cheolmasan Mountain in 
Jinjeop-eup, Namyangju, and its main characteristic is its outstanding natural 
environment.  The complex is positioned to face Wangsukcheon Stream and 
Cheolmasan Mountain so that all housing faces southeast and southwest, 
and a massive central green area is established in the latus rectum crossing 
the complex in the south-north direction. The household units of the complex 
have a larger interior plan than other complexes by maximizing the service 
area based on 4 Bay, from 59 m² to 84 m², broadening the range of choices 
for consumers.  The exterior is planned to harmonize elevation elements of 
The Sharp with colored landscapes with harmony between the urban space 
and surrounding natural scenery as its top priority.

Busan The Sharp City Avenue Ⅰ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 Ⅰ

Location  Yeonje-gu, Bu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042m2

Built area  2,812.54m2  /  Gross floor area  65,324.27m2  /  Floors  B5, 33F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232 Units, Officetel - 549 Units 
Design  2013  /  Client  YUREX PARK CO.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 II

Busan The Sharp City Avenue II Location  Yeonje-gu, Bu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3,030m2

Built area  2,713.27m2  /  Gross floor area  52,413.06m2  /  Floors  B4, 33F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200 Units, Officetel - 216 Units
Design  2014  /  Client  DAEHO IP GLOBAL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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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더샵 센터니얼

Songdo The Sharp Centennial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4,588m2

Built area  14,058.69m2  /  Gross floor area  441,457.85m2  /  Floors  44F
(The highest)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342 Units  /  Design  2013
Construction  2017  

Songdo The Sharp FIRST PARK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4,588.1m2

Gross floor area  441,457.85m2  /  Floors  B2, 44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2,597 Units  /  Design  2013  /  Construction  2017  /  Client  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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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역 SK뷰

Pyeongtaek Station SK VIEW

세종 1-1_L2_현상설계(안) 

Sejong 1-1 L2 Design Compitition 
(Proposal)

Location  Pyeongtaek-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73,997m2 
Built area 197,854.36m2  /  Gross floor area  203,108m2  Floors  B1, 27F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1,328 Units
Design  2016  /  Construction  2021

Location  Sejong-si,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7,510m2

Gross floor area  134,414.39m2  /  Floors  B1, 18F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642 Units  /  Design  2015  



Residential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229,967m2  
Floors  C1BL_B3F, 54F, C2BL_B3F, 53F  /  The Number of Unit  C1 Apartment 
- 994 Units, C2 Apartment - 1,120 Units  /  Design  2011  /  Client  Cheongna 
IBT Co.

International Business Town Development 
in IFEZ Cheongna Area (Proposal)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C1,C2 블록 복합시설(안)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A1_ 23,913.75m2, 
A2_ 41,742.31m2  /  Built area  A1_ 3,826.98m2 , A2_ 6,482.33m2

Gross floor area  A1_ 82,715.12m2, A2_ 140,522.46m2  /  Floors  A1_ B2, 25-30F 
(4buildings), A2_ B2, 25-30F (7 buildings)  /  The Number of Unit  A1 Apartment 
- 418 Units, A2 Apartment - 738 Units  /  Design  2009 

A1 & A2 District Apartment Complex in 
IFEZ Cheongna Area (Proposal)

인천 청라지구 A1, A2 블록 공동주택(안)

Hanam Misa Riversade City The Sharp 
River Foret
하남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 

Location  Ha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2,565m2

Built area  6,965.45m2 / Gross floor area  149,613.5m2  /  Floors  B1, 29F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875 Units  /  Design  2013  

Hwaseong Dongtan Woonam Firstvill
화성 동탄 우남퍼스트빌 

Location  Dongtan,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86,576m2  /  Built area  11,469.07m2  /  Gross floor area  208,524.84m2

Floors  B1, 20-37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1,439 Units  
Design  2012  /  Client  Woonam

미사강변도시에 위치한 더샵 리버포레는 
한강의 풍경에 기대고 자연의 흐름을 품은 
친환경단지로, 75X135m에 이르는 중앙단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조망권 및 주변 공원과 연계한 
외부공간 및 자전거길 등이 계획되었다.

The Sharp River Foret, located at Misa 
Riverside City, is an eco-friendly complex 
embracing the natural flow of the Hangang 
River and the beautiful scenery of its 
surroundings, and was developed to have a 
central complex of 75×135 m, and outdoor 
spaces and bicycle paths closely linked to 
nearby parks and prospect rights.



Residential

Location  Saha-gu, Bu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3,893.8m2

Built area  6,572.65m2  /  Gross floor area  148,520.96m2  /  Floors  B3, 29F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1,068 Units  /  Design  2014부산 e-편한세상 사하

Busan e-Pyunhansesang Saha 

Location  Cheon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31,968.0m2  /  Built area  6,104.4m2  /  Gross floor area  92,830.3m2

Floors  B1, 25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619 Units  /  Design  2014  
Client  Sungwon D&C Co.

천안 백석 더샵

Cheonan Baeseok The Sharp

Location  Geoje-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01,156m2  /  Built area  7,315.89m2 /  Gross floor area  156,562.11m2

Floors  B2, 25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988 Units  /  Design  2013  
Client  SERIN C&D CO.

Geoje The Sharp Blue City
거제 더샵 블루시티

Location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4,319m2 /  Gross floor area  9,660.65m2  /  Floors  [Dorm] B1F, 4F  
[Welfare] 3F  /  Design  2012  /  Construction  2013 

POSCO E&C Pohang The Sharp 
Yanghak Town
포스코건설 포항 사원 아파트

POSCO E&C Songdo The Sharp Expo 
Apartment Complex (Proposal)
포스코건설 송도 사원아파트(안)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274,373.2m2  
Floors  B3, 24F  /  Design  2006  



Residential

Samseong Hyundai ‘HILLSTATE’

삼성 현대 힐스테이트

Location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328,175m2  
Floors  B3, 23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2,070 Units  /  Design  2004  
Construction  2009  /  Client  Yeongdong AID Loan Apartment Reconstruction 
Union

Jamsil ‘PARKRIO’

잠실 파크리오

Location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79,928.3m2 
Built area  39,733.44m2  /  Gross floor area  1,179,648m2  /  Floors  B2, 36F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6,864 Units  /  Design  2005
Construction  2008  /  Client  Jamsil Municipal Apartment Reconstruction 
Union 반포3주구 재건축 아파트(안)

Banpo District 3 Apartment Complex 
Reconstruction (Proposal)

Location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44,454.9m2

Built area  10,254.9m2  /  Gross floor area  390,216.9m2  /  Floors  30F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2,233 Units  /  Design  2014
Client  Promotion Committee of Reconstruction

Location  Seo-gu, Gwangju,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55,284m2

Gross floor area  859,984.86m2  /  Floors  B3 , 28F  / Design  2013
Client  Gwangcheon District Redevelopment Union

Kwangju Kwangcheon District Apartment 
Complex Reconstruction
광주 광천지구 재개발성남 분당 매화마을 더샵 리모델링 

Seongnam Bundang MaehwaMaeul 
The Sharp Reconstruction

Location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263,605m2  /  Built area  5,276.05m2  /  Gross floor area  8,886,108m2  
Floors  B1, 16-21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646 Units  /  Design  2014
Construction  2014 



Residential

필리핀 클락힐스 레지던스

Philippines Clarkhills Residence Location  Clark, Philippines  /  Site area  11,814m2  /  Built area  2,639m2

Gross floor area  60,610.9m2  /  Floors  B3, 21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720 Units  /  Design  2018  /  Construction  2022  /  Client  SSI

인도네시아 간다리아 공동주택

Indonesia Gandaria Residence Location  Jl. Kyai Moh. Syafei Hadzami/ Jl. Gandaria, Jakarta, Indonesia
Site area  11,199m2  /  Gross floor area  67,054m2  /  Floors  B3, 33F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304 Units  /  Design  2015
Construction  2018  /  Client  PT. Pacific Equity Management

인도네시아 내 북쪽 자카르타에 위치한 간다리아 지역의 대상지는 대형 쇼핑몰과 
고급 고층주거와 인접해있는 만큼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주거시설을 계획하고자 했다. 인도네시아의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달리 Maid Room과 Maid 출입문이 있어 집주인과 분리된 동선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공용공간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으며, 국내 아파트 평면의 장점들을 평면에 도입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자연적 
재앙에 대응하는 안전성 확보까지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The site in Gandaria, Jakarta, north of Indonesia, is adjacent to a 
large shopping mall and luxury high-rise houses, and it is intended 
to establish a differentiated residential facility by providing high-
end community facilities. Unlike apartments in Korea, apartments in 
Indonesia have doors and rooms for maids, creating a separate access 
path from the apartment owners. Efforts were made to minimize a large 
amount of unnecessary public spaces, and many of the advantages of 
Korean apartments were introduced. Furthermore, Indonesia is located 
on the Pacific Rim earthquake belt that causes frequent earthquakes 
in the country, so safety 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were also 
incorporated.

Myanmar Yanggon Inno City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Location  Yangon, Myanmar  /  Site area  30,874.61m2  /  Built area  11,586.57m2  
Gross floor area  160,102.13m2  /  Floors  B2, 29F  /  The Number of Unit  Apartment 
- 744 Units,  Hotel - 150 Units  /  Design  2014  /  Construction  2022 /  Client  INN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 Ltd. 

Location  Ba Ria-Vung Tau City, Vietnam  /  Site area  72m2  /  Built area  50m2

Gross floor area  50m2  /  Floors  1F  /  The Number of Unit  85 Units  /  Design  2013 

Vietnam POSCO Village
베트남 포스코 빌리지 

China ZPSS POSCO Apartment for 
Employees (Proposal)
중국 장가항 포스코 사원아파트(안)

Location  Zhangjiagang, China  /  Gross floor area  46,233m2  /  Floors  B2, 9F 
Design  2004  /  Client  ZPSS

Vietnam Vinh Khanh Apartment Complex
베트남 빙카잉 주거단지

Location  Ho Chi Minh City, Vietnam  /  Site area  31,580m2  /  Built area  10,345m2  
Gross floor area  209,000m2  /  Floors  B1, 25F  /  The Number of Unit  1,570 Units  
Design  2010  /  Client  VIETRACIMEX



변화하는 여행의 개념에 맞춰 웰빙, 휴식이라는 키워드 이외에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의 가치 극대화를 실현합니다. 글로벌 · 관광사업의 빠른 변화에 따라 
포스코A&C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을 제안합니다.

With the changing trends in travel, efforts were made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space by offering 
a variety of experiences that satisfy a wide range of demands including well-being and rest. 
With the rapid changes in global tourism, POSCO A&C presents program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paces that reflect various lifestyles.

Accommodation
호텔 · 기숙사

GIGA Town

평창 미디어레지던스 호텔
Pyeongchang Media Residence Hotel

미얀마 롯데호텔 양곤
Myanmar Lotte Hotel Yangon

아일랜드리조트 _ 더 헤븐 
Island CC _ The HEAVEN

기가타운
GIGA Town

인천 영종도호텔 (안) 
Incheon Yeongjongdo Hotel (Proposal)

부산 해운대 콘도미니엄(안) 
Busan Haeundae Condominium (Proposal)

호주 페사 호텔 
Australia FESA Hotel

베트남 호치민 다이아몬드프라자 
Vietnam Hochiminh Diamond Plaza

베트남 랑선호텔 
Vietnam Langson Hotel

울산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안) 
Ulsan Munsu Football Stadium Youth Hostel (Proposal)

포스코 월포수련관 별관
POSCO Wolpo Training Center Annex Building

서울여자대학교 샬롬하우스  
Seoul Woman's University Shalom House

포스텍 기숙사 20동 리모델링
POSTECH Student Dormitories (20 Bldgs.) Remodeling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호연학사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Hoyeon Residence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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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

Pyeongchang Media Residence Hotel
평창 미디어레지던스 호텔

· IF Design Award 2018 Gold (아시아 최초 건축물 Gold 수상)
· 미국 모듈러 협회(MBI) Relocatable Hotel 부문 First place 수상

Location  Pyeongchang-gun, Gangwon-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987m2  /  Built area  10,305.5m2  /  Gross floor area  10,305.5m2  /  Floors  4F 
The Number of Unit  301 Units  /  Design  2017  /  Construction  2017 

2018년 동계올림픽 기간에 외신 기자들 숙소로 쓰인 건물로, 포스코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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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ion

Myanmar Lotte Hotel Yangon
미얀마 롯데호텔 양곤 

Location  SinPhyuShin YeikTha, Yangon, Myanmar  /  Site area  22,236m2  /  Built area  11,151.91m2  /  Gross floor area  104,123m2  /  Floors  A_ B1, 29F, B_ B2, 15F  
The Number of Unit  660 Total Units (A type - 315 Units, B type - 345 Units)  /  Design  2014  /  Construction  2017  /  Client  Daewoo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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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th Floor Royal Suite Plan

2nd - 19th Floor Plan



Accommodation

아일랜드리조트 _ 더 헤븐

Island CC _ The HEAVEN

Location  Danwon-gu, An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1,555m2  /  Gross floor area  54,674.94m2 /  Floors  B2, 11F
The Number of Unit  152 Units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2  /  Client  Island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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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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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en, planned at Island CC in Daebudo, Ansan-si, 
Gyeonggi-do, has a total site of 2.31 million m² (about 
700,000 pyeong) with six residence buildings and 228 
households planned. The first phase consists of 152 
households in four buildings and 76 households in two 
buildings in the second phase. With the concept of a high-
end residence, the site layout was meticulously designed 
so that all households can enjoy a view of the golf course 
and the West Sea from their homes. The ground floor was 
planned as a community center equipped with convenient 
facilities such as a parking lot, indoor and outdoor infinity 
pool, spa, and sauna, and the above floors were planned as 
a lodging facility.

The ceiling height of each household is 3.2 m and the living 
room is designed to be open on two sides to view the 
golf course and the sea. The balcony was also secured to 
the maximum width (installed above the legal standard), 
providing a balcony life that you can experience in a luxury 
resort. Additionally, it is designed to be a lodging facility that 
can withstand a seismic intensity of 9.0 and wind speed 
of 80 m/s, considering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the 
occupants, as well as providing a recreational facility for the 
golf course.

기가타운 

GIGA Town

Location  Geumho-ro,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0,288.5m2  /  Gross floor area  47,415.89m2  /  Floors  B2, 12F 
The Number of Unit  498 Total Units (RC - 298 Units, Modular - 200 Units)  /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1  



Accommodation

인천 영종도호텔 (안)

Incheon Yeongjongdo Hotel (Proposal)

Busan Haeundae Condominium (Proposal)

부산 해운대 콘도미니엄(안) 

Location  Haeundae-gu, Bu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79,928.3m2

Built area  39,733.44m2  /  Gross floor area  47,438.76m2  /  The Number of 
Unit  72 Units  /  Floors  B4, 18F  /  Design  2007   

Location   Ju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45,261m2

Floors  8 HERMES_ B1, 11F,  Cantabile_ B1, 1F  /  The Number of Unit  681 
Total Units (8 HERMES - 608 Units, Cantabile – 73 Units)  /  Design  2011  호주 페사 호텔

Australia FESA Hotel Location  Perth, Australia  /  Site area  8,352m2 /  Built area 1,870m2 
Gross floor area  22,815m2  /  Floors  B3, 24F  /  Design  2014
Construction  2016  /  Client  BPi(BGC POS International)

Vietnam Hochiminh Diamond Plaza
베트남 호치민 다이아몬드프라자

Location  Ho Chi Minh City, Vietnam  /  Gross floor area  57,021m2  /  Floors  B2, 20F  
The Number of Unit  42 Units  /  Design  1998

Vietnam Langson Hotel
베트남 랑선호텔 

Location  Hanoi, Vietnam  /  Gross floor area  60,000m2  /  Floors  B1, 20F
The Number of Unit  127 Units  /  Design  2008  /  Client  VIETRACIMEX



Accommodation

울산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안) 

Ulsan Munsu Football Stadium 
Youth Hostel (Proposal)

Location  Nam-gu, Ul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12,310m2

Gross floor area  2,527.21m2  /  Floors  B2, 3F  /  The Number of Unit  46 Units  
Design  2013  /  Client  Ulsan Metropolitan City

포스코 월포 수련관 별관 

POSCO Wolpo Training Center Annex 
Building

Location  Cheongha-mye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Built area 774m2  /  Gross floor area  3,459.07m2   /  Floors  B1, 4F  /  Design  2012  

기존 월포수련관 좌측에 위치하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부족한 객실과 편의시설을 추가 확보한 설계 프로젝트이다. 
해변에 위치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해변측으로 객실과 
휴게실, 조망용 엘리베이터 등을 배치하여 바다측으로의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 수련관 2층과 연계하였다. 
옥상에는 특별히 바다를 조망하며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옥상정원을 설치하여 입지조건을 최대 활용하였다.

This is a project that secures additional rooms and 
amenities by using the parking lot area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existing Wolpo Training Center. 
The building was designed based on the maximum 
use of its locational condition; located rooms, 
lounges, and elevators on the sea side to have a 
view as much as possible; connected to the second 
floor of the existing training center; and installed a 
rooftop garden for outdoor events.

Seoul Woman's University Shalom 
House
서울여자대학교 샬롬하우스

Location  Nowon-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59,043m2

Gross floor area  Dorm_ 15,291m2, Welfare_ 9,959m2  /  Floors  B2, 7F
The Number of Unit  219 Units  /  Design  2005  /  Client  Seoul Women's 
University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Hoyeon 
Residence Complex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호연학사

Location  Jochiwon-eup, Sejong-si,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97,740m2

Gross floor area  16,645m2  /  Floors  B1, 9F  /  Design  2003  /  Client  Korea University

POSTECH Student Dormitories (20 Bldgs.) 
Remodeling
포항공대 기숙사 20동 리모델링 

Locati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Built area  558m2  /  Gross floor area  2,092.92m2  /  Floors  B1, 4F
The Number of Unit  293 Units  /  Design  2012  / Client  POSTECH

Dormitories were renovated within the existing area of about 1,400m2 
without area increasing; maintained the concrete frames; and installed 
unit bathrooms for each room; also added a sink and a stove to improve 
existing lounge quality; replaced the finishes of existing common 
spaces, such as restrooms and laundry rooms.

콘크리트 골조를 유지하면서 면적 증가없이 내부(약 1,400m2) 리모델링을 진행
하였고, 침실별로 시스템 욕실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기존 휴게실에 싱크대 및 취사시설을 추가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미하면서, 
기존 공용공간인 화장실, 세탁실 등의 마감재를 교체하여 노후화를 개선하였다.



도시(Master plan)

포스코A&C는 도시,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주택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합니다. 노후화된 도시의 현황을 진단하고 스스로 재생 가능하도록 전략을 세워 지역 및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가치로 거듭나게 합니다. 교통, 공공주택, 공공시설, 
교육, 에너지, 상하수도시설 등 도시 전반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POSCO URBAN PLATFORM과 도시의 환경 이슈를 다루는 GREEN SYNERGY MODEL을 
통해 통합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POSCO A&C employs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urbanization, construction and landscaping, and proposes mid- to long-term visions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urbanization projects. By diagnosing the current state of aged cities and developing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POSCO A&C helps regions and communities to achieve sustainable value. POSCO A&C offers an integrated design with POSCO 
PLATFORM, which proposes city-wide solutions for transportation, public housing, public facilities, education, energy, and water and sewage facilities, 
and GREEN SYNERGY MODEL, which handles urban environmental issues.

Master Plan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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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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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IT Green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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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Urban Platform & Green Synergy Model

Masterplan for Regeneration of Tongyeong Dock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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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년짝 주거단지 마스터플랜(안)
Vietnam Nhon Track Apartment Complex Master Plan (Proposal)

베트남 다이프억 마스터플랜(안)
Vietnam Dai Phouc Master Plan (Proposal)

통영 폐조선소 재생 마스터플랜
Master Plan for Regeneration of Tongyeong Dock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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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Siheung Futuristic High-tech Automobile Cluster Master Plan

인천 미단시티 개발계획
Incheon Midan City Development

안양 평촌 스마트스퀘어 개발계획 
Anyang Pyeongchon Smart Squre Development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계획 
Incheon Cheongna International Business Town Development

중국 친조우시 신지구 백석호 마스터플랜(안) 
China Qinzhou City Central Business District Master Plan (Proposal)

베트남 빈푸옥 1/500 신도시 마스터플랜(안) 
Vietnam Binh Phuoc  Province Master Plan (Proposal)

베트남 호아이덕 신도시 마스터플랜(안)
Vietnam Hoai Duc District Master Plan (Proposal)

베트남 호앙마이 마스터플랜(안) 
Vietnam Hoang Mai Master Plan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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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Master Plan for Regeneration of Tongyeong Dockyard
통영 폐조선소 재생 마스터플랜

Location  Tongyeong-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85,000m2  /  Design  2018  /  Client   LH  

2018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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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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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South Saad Al-Abdullah, Kuwait  /  Site area  64.42km2  /  Gross floor area  115.956km2  /  Floors  B1, 40F(25,000-40,000 units) 
Design  2016  /   Client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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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Plan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Siheung Futuristic High-tech Automobile Cluster  
Master Plan

Location  Jeongwang-dong, Siheu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211,000m2  /  Design  2020

대상지 전체가 공유하는 미래형 모빌리티 생활가로 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를 구현하고자 한다. 미래가로를 체험하고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의 배치개념은 차량동선과 분리된 퍼스널 모빌리티 생활가로 
계획, 직주근접의 R&D 연구클러스터 조성, 오픈형 외부공간 조성을 통한 협력적 
창업혁신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을 적용한 다양한 공원계획 및 
자동차 서킷을 활용한 여가문화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제안하였다.

The plan aims to create a future smart mobility city by establishing 
a future mobility lifestyle district shared by the target region. The 
arrangement of the smart mobility city, which offers future district 
experiences and realizes a shared economy, was planned as a personal 
mobility district isolated from traffic, creating an R&D research cluster 
close to work and a space for collaborative start-up innovation. In 
addition, a city where various leisure activities can be enjoyed was 
presented through multiple plans for parks as well as various lifestyle and 
culture programs using car circuits.

Incheon Midan City Development

인천 미단시티 개발계획

Location  Ju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Design  2009  /  Client  MIDAN 
City Development Co.

Anyang Pyeongchon Smart Squre 
Development
안양 평촌 스마트스퀘어 개발계획

Incheon Cheongna International 
Business Town Development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계획

Location  An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944,850m2

Design  2008  /  Client  POSCO E&C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Design  2008  /  Client  Cheongna 
IBT Co.



Master Plan

Location  North An-Khanh, Hanoi, Vietnam  /  Site area  569,199m2  /  Built area  601,535m2  /  Gross floor area  834,874m2  /  Floors  B1, 21-30F
Design  2010  /  Client  JVC, POSCO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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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 AWARDS 우수상

베트남 년짝 주거단지 마스터플랜(안) 

Vietnam Nhon Track Apartment Complex 
Master Plan (Proposal)

Location  Ho Chi Minh City, Vietnam  /  Site area  554,600m2

Built area  126,323m2  /  Gross floor area  829,130m2  /  Floors  B1, 2F
Design  2014  /  Client  TAEKWANG IND. CO. LTD.

Location  Dai Phouc, Vietnam  /  Site area  Apartment_ 79,908m2, Hotel_ 
25,267m2, Villa_ 35,695m2  /  Design  2014  /  Client  TAEKWANG IND. 
CO. LTD.베트남 다이프억 마스터플랜(안)

Vietnam Dai Phouc Master Plan (Proposal)



Master Plan

China Qinzhou City Central Business 
District aster Plan (Proposal)

중국 친조우시 신지구 백석호 마스터플랜(안) 

Location  Qinzhou City, China  /   Design  2011      

Vietnam Binh Phuoc  Province Master Plan 
(Proposal)

베트남 빈푸옥 1/500 신도시 마스터플랜(안)

Location  Binh Phuoc, Vientnam  /  Gross floor area  420Ha (2,500 houses)  
Design  2011   /  Construction  2015  /  Client  Ha Tien 1 JSC

발주처인 Hatien 1 JSC는 세계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인 VICEM의 자회사로서, 
당 신도시 프로젝트는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빈푸옥성에 발주처의 시멘트 공장의 
배후시설을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 프로젝트는 기존 사이트 그대로의 
자연지형과 생태재료을 근간으로 하여, 그 자체로서 하나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00세대의 직원용 빌라, 1,000세대의 분양용 빌라, 기타 
이주민 및 사회주택용 빌라를 주용도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상가, 기타 복리 
공공시설들이 계획되어 있다. 당 프로젝트는 이제 막 경제적으로 태동기에 있는 
빈푸옥성에 선진국형 신도시 계획의 모범을 보이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Hatin 1 JSC, the client, is a subsidiary of the world’s largest cement 
producer, VICEM, and the new town project aims to plan background 
facilities of the client’s cement plant in Bình Phước Province in southern 
Vietnam. The project makes use of the area’s natural topography and 
ecological materials to establish a sustainable city with 1,000 villas for 
employees, 1,000 villas for sale and other villas for migrants and social 
housing, and various public facilities including a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shopping mall and other welfare facilities are included in 
the plan. The project is expected to set an example as an advanced new 
city in Bình Phước Province, which is now entering its economic infancy.

Location   Vinh City, Vietnam  /  Gross floor area  1200000m2  / Design  2011 Vietnam Hoang Mai Master Plan 
(Proposal)

베트남 호앙마이 마스터플랜(안)

Vietnam Hoai Duc District Master Plan 
(Proposal)

베트남 호아이덕 신도시 마스터플랜(안)

Location  Hanoi Hoai Duc, Vietnam  /  Gross floor area  1,702,900m2

Design  2009  /  Client  VIETRACI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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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변화하는 여행의 개념에 맞춰 웰빙, 휴식이라는 키워드 이외에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의 가치 극대화를 
실현합니다. 글로벌 ‧ 관광사업의 빠른 변화에 따라 포스코A&C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을 제안합니다.

주거
포스코A&C는 21개의 공동주택 관련 디자인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소비자 맞춤형 설계로 그 실력을 인정받는 주거디자인의 트렌드 리더입니다. 지속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차별화된 디자인을 설계해왔습니다. '공동주택 특성화 설계'를 통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설계와 
소비자의 Lifestyle을 반영한 주거단지 계획으로 포스코A&C만의 한층 더 높아진 주거가치를 제공합니다.

도시(Master Plan)
포스코A&C는 도시,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주택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합니다. 노후화된 도시의 현황을 진단하고 스스로 재생 가능하도록 전략을 세워 지역 및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가치로 거듭나게 합니다. 
교통, 공공주택, 공공시설, 교육, 에너지, 상하수도시설 등 도시 전반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POSCO URBAN PLATFORM과 도시의 환경 이슈를 다루는 
GREEN SYNERGY MODEL을 통해 통합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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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