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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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모델링

Sustainable Architecture Design · BIM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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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

RIST 본부동 및 연구동

더케이 손해보험 사옥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_권역2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_권역6

2021 친환경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국방부 어린이집 _ 장성 
상무대 

국방부 어린이집 _ 포천 
산내들 도담

국방부 어린이집 _ 파주 
전진타운

2020 수도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9 수도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8 남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7 중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7 남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5 남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제로에너지

�LEED 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세종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오산 세교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김포 한강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차 
_ 세종 행복도시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차 
_ 부산 명지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차 
_ 화성 동탄

국립재활원 나래관 은평 다목적 체육관 용인 상하중학교포스코 그린빌딩 

동해 해양경찰 수련원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인천체육고등학교 엑스포공원 전기에너지관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안동대학교 지역협력관 
[리모델링/증축]



BIM

인천 더샵 송도아크베이 경기 광주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인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전주 더샵 인후 센트럴 

남양주 부평 더샵 퍼스트시티 

의정부 LH 고산 S3 블록

용인 동천 더샵 이스트포레 남양주 창현 도뮤토 성남 분당 매화마을 주공
1단지 

부산 e-편한세상 사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전주 에코시티 포레나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포스코 포항 스마트 
데이터센터 

기가타운 

포스텍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중이온가속기 본부동 하나은행 본점 제주 히든 클리프호텔 고양 원흥역 봄 빌딩 

인천 CCCA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인천포스코고등학교 포스코 그린빌딩 포스코 포항 한마당체육관 

Sustainable Architecture Design · BIM · ETC.

INDEX  Ⅱ

기타시설

포스코 광양 어울림체육관 포스코 송도 글로벌 R&D
센터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베트남 북안카잉 2단계 
마스터플랜 

베트남 북안카잉 7블록  

포스텍 78계단 보행교 및 
승강기 

미얀마 스틸브리지 제철소 경관 _ 포항, 광양 광양 스틸트리 포항타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양산타워 및 자원회수시설 포스코에너지 공원화 및 
환경색채디자인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로비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 포스코센터 아쿠아리움

연세 포스코 브리지포레카_포스코센터 / 포스코 
송도 글로벌 R&D센터 /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Sustainable Architecture Design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요소와 녹색 건축물의 요소를 융합하여 환경 개선 / 에너지 성능 개선 / 건물 자산가치 상승 등 기존의 건물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특히 건물의 노후도, 에너지 사용실태, 사용 용도, 관계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물의 자산가치 및 에너지 성능 개선의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포스코A&C는 사람·건물·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그린리모델링 건축을 실현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 합니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 사용과 생산의 합이 ‘0’, 제로가 되는 것으로 패시브 디자인과 액티브 기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최적으로 구현합니다.

Green Remodeling combines remodeling elements for old buildings with elements of green buildings to create new value for existing buildings 
such as environmental improvement,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and asset value increase. In particular, it places an emphasis on 
reviewing the age of the building, energy usage, intended purpose and related laws to maximize the asset value and energy performance of 
the building. POSCO A&C practices eco-friendly green remodeling where man, building and the environment are in harmony.

Zero-energy Architecture minimizes the energy loads required in a structure, as well as energy demand, by using new and renewable energy. 
By producing as much energy as the building uses, the sum of energy use and production becomes “0,” and by implementing passive design, 
active technology,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building will achieve optimized energy performance.

Sustainable 
Architecture 
Design

그린리모델링  Green Remodeling

제로에너지 건축  Zero Energy Building

친환경건축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진단 방법론 및 IPD 프로세스 적용

수행단계별로 종합적 평각기준 도입을 통한
최적화된 설계대안 제시

시공성 향상 및 합리적인 공사비를 고려한 
에너지 및 환경성능 개선 방안 수립

1

포스코 A&C는 
그린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일괄수행체계를 제공합니다.

✓

✓

✓

공공 그린리모델링 기술용역
국내 최다 수행실적 보유

그린리모델링 공모전 5년 연속 수상 및
그린리모델링 시공실적 1위

친환경, 리모델링 관련 다양한 국책과제
연구성과 활용 측정/평가/분석 수행

2

포스코 A&C는 
국내 최고의 그린리모델링

핵심 기술역량 · 솔루션 ·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진단 방법론 및 IPD 프로세스 적용

수행단계별로 종합적 평각기준 도입을 통한
최적화된 설계대안 제시

시공성 향상 및 합리적인 공사비를 고려한 
에너지 및 환경성능 개선 방안 수립

3

포스코 A&C의 
풍부한 그린리모델링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노하우와 최신기술을 

제공합니다.

✓

✓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증축/그린리모델링]
HUFS Seoul Campus Library [Extension/Green Remodeling]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증축/그린리모델링]
HUFS Global Campus Library [Extension/Green Remodeling]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제1기숙사 [그린리모델링]
HUFS Global Campus Domitory Ⅰ [Green Remodeling]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 [그린리모델링]
HUFS Global Campus Humanities and Economics Hall
[Green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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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 손해보험 사옥 [그린리모델링]
The-K Insurance Headquarter [Green Remodeling]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_ 권역2 / 권역6
2021 Public Building Green Remodeling Consulting_ Area Ⅱ / Area Ⅵ

2021 친환경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2021 Eco friendly Green Remodeling Consulting

국방부 어린이집 _ 장성 상무대 / 포천 산내들 도담 / 파주 전진타운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ay Care Center _ Jangseong 
Sangmudae / Pocheon Sannaedeul Dodam / Paju Jeonjin Town

2020 수도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20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Metropolitan Area 

2019 수도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9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Metropolitan Area 

2018 남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8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Southern Region

2017 중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7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Central Region 

2017 남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7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Southern Region

2015 남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5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Southern Region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세종 
Zero Energy Town House Ⅰ_ Sejong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김포 한강 / 오산 세교
Zero Energy House Ⅰ_ Gimpo Hangang / Osan Se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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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활원 나래관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Narae Hall

은평 다목적 체육관 
Eunpyeong Municipal Gym

용인 상하중학교
Yongin Sangha Middle School

포스코 그린빌딩 
POSCO Green Building

동해 해양경찰 수련원 
East Sea Coast Guard Training Center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POSCO ENERGY Future Energy Campus

인천체육고등학교
Incheon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엑스포공원 전기에너지관
EXPO Park Electric Energy Building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안동대학교 지역협력관 [리모델링/증축] 
Andong University Regional Cooperation Building 
[Remodeling/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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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Architectu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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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모델링이란?   
Green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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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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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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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모델링 수상실적    Awards

친환경 건물 인증 내역    Certification   

PLATINUM
포스코 에너지 미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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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그린2등급) ★ ★ ★
포스코 센터 친환경 리모델링
상하중학교 신축공사
인천 체육고등학교 이전재배치 공사
장애인 종합 재활교육 훈련시설 
은평 다목적 체육관
다사랑 행복센터

1++등급
제로에너지하우스 1차 _ 세종
제로에너지하우스 1차 _ 김포 한강
제로에너지하우스 1차 _ 오산세교

1+등급
뚝섬역 지식산업센터

1등급
포스코 에너지 미래관
특공대 훈련시설

2등급
제로에너지하우스 1차 _ 세종 

4등급
제로에너지하우스 1차 _ 김포 한강
제로에너지하우스 1차 _ 오산세교

·   2021 녹색건축대전 국토부장관상
·   2020 제3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비주거부문 최우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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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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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증축/그린리모델링]

HUFS Seoul Campus Library [Extension/Green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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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국토부장관상 
· 2020 그린리모델링 공모전 최우수상(LH사장상)수상 
· 2020 리모델링건축대전 입선

Location  Dong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81,127m2  /  Built area  22,792.01m2  /  Gross floor area  168,183.61m2  /  Floors  B1, 6F 
Design  2017  /  Construction  2020  /  Client  HUFS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그린리모델링이자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28.2억에 
대해 3% 지원 받아 경제적 부담감 저감

▪ 리모델링 기술집약
수평/수직 증축을 위한 최적의 구조기술 적용
시뮬레이션 기반 건물성능 개선

▪ 스마트 도서관으로 탈바꿈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으로 개선

▪ 사회적 역할 수행
19,200명의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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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S Global Campus Library [Extension/Green Remodeling]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증축/그린리모델링]

Locati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Built area  1,849.05m2  /  Gross floor area  11,159.73m2 (Remodeling_ 7,356.73m2, Extention_ 3,803m2 
Floors  B1, 4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4  /  Client  HUFS

도서관의 가치보존을 위해 기존 건물 벽돌의 물성을 재해석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면을 계획 하는 것과 동시에, 지상 1층 일부에 기존의 입면을 
그대로 남겨 통해 외대인의 역사성을 보존 할 수 있는 메모리얼 스페이스를 
계획하여 도서관 기부자들을 기념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기획 전시영역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보존서고의 적재하중 문제와 부족한 장서 공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증축부분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과 더불어 공간을 확보하고, 항온항습실 계획과 
스마트 모빌렉 등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보존서고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In order to preserve the value of the library, we reinterpreted the properties 
of the existing building bricks to create a new elevation that harmonizes with 
the surroundings. A memorial space was planned to preserve the history of 
HUFS students by leaving the existing elevation on part of the ground floor, 
which was designed to be used as a space to commemorate library donors 
and at the same time as a planned exhibition area. 
As a way to solve the load problem of the existing library and the insufficient 
space for the collection, the space was planned along with structural stability 
through the extension, while a specialized storage system will be equipp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room plan and 
smart mobile rack.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다루는 도서 및 열람 
공간이 아닌, IT를 접목시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검색 및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으로 
계획되었다. 
도서관과 아카이브 영역을 연결하는 퍼블릭 플랫폼에는 
키오스크, 미디어 갤러리, 스마트 예약시스템 등이 
갖춰지게 될 것이다. 

1.  다양한 레벨에 접하는 저층부 계획

가치보존을 위한 입면계획 가치보존을 위한 공간계획

2.  기존 건물의 입면 재해석 및 보존서고 영역 증측 3.  빛의 아트리움 및 자연의 흐름 유입

The Global Campus Library was planned as a 
“smart library” that can perform search and 
platform functions through various media by 
incorporating IT, rather than only a space for 
books and reading. 
The public platform space, which will connect 
the library and the archive area, will be equipped 
with a kiosk, media gallery, and smart reserv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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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제1기숙사 [그린리모델링]

HUFS Global Campus Dormitory Ⅰ [Green Remodeling]

Locati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728,757m2   /  Built area  1,282m2   /  Gross floor area 4,746m2  /  Floors  4F  
Design  2019  /  Client  Global Campus of HUFS

노후되어 방치되었던 남자기숙사 건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캐노피, 계단실 등으로 외관디자인의 인지성을 개선하고 사용자를 
고려하여 자연채광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휴게 및 공용공간을 확충하였다. 노후된 
에너지설비를 전면 교체하여 약 32%의 에너지 냉난방요구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였다.   

· 2018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특선 
· 2019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공모전 은상

The old and neglected men’s dormitory building was transformed through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The practicality of the exterior design was 
improved with a canopy and stairwell, and rest areas as well as public 
spaces were expanded to fully enjoy natural light in consideration of 
users. It was designed and built to reduce energy heating and cooling 
requirements by about 32% by completely replacing outdated energy 
facilities.

인문경상관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단열, 기밀, 채광 등의 
건축물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에 포스코A&C는 냉난방 
방식을 전기 냉난방기 EHP(Electric Heat Pump)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고, 3중창고효율창호시스템 설치를 통해 기본적인 단열 및 기밀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창호방식을 조정하여 자연환기를 극대화했다. 
건물 전체 조명은 LED로 교체하고 오래된 배관 및 배선을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였으며 철저한 2단계 방수로 및 결로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에너지성능을 46.3% 개선해 기존 5등급이었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등급으로 향상시켰다. 이 밖에도 단열성능 74.2%, 
실내 쾌적성 30% 향상, 조명부하 28.3% 개선, 기밀성능 3배 증가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등 친환경 건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

The Humanities and Economics Center is an old building completed more than 30 
years ago, and the priority was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building 
such as insulation, airtightness, and lighting. Accordingly, POSCO A&C completely 
replaced the heating and cooling system with an electric heating and cooling electric 
heat pump (EHP) system, and improved basic insulation and airtightness performance 
by installing a triple-glazed high-efficiency window system, and maximized natural 
ventilation by adjusting the window system. By replacing lighting in the entire building 
with LEDs and replacing old pipes and wiring, energy savings were improved, and the 
condensation problem was solved with two-stage waterproofing.
As a result, the energy performance was improved by 46.3%, and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which was previously level 5, was upgraded to level 1. 
 Also, it succeeded in transforming into an eco-friendly building, resulting in a 74.2% 
improvement in insulation performance, 30% improvement in indoor comfort, 28.3% 
improvement in lighting load, and three times increase in airtight performance.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관 [그린리모델링]

HUFS Global Campus Humanities and Economics Hall [Green Remodeling]

Location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6,599 m2  /   Floors  4F  /  Design  2016  /  Client  HUFS

· 2016 그린리모델링우수사례공모전 대상(국토부장관상)
· 2017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대상(환경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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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T 본부동 및 연구동 [그린리모델링]

RIST Headquarters & Research Building [Green Remodeling]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그린리모델링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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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했다.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ject of RIST green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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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국토부장관상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69,398m2  /  Built area  15,469m2  /  Gross floor area  28,993m2  /   Floors  B1, 3F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1  /  Client  RIST(Research Institute Science & Technology)



Sustainable Architecture Design

더케이 손해보험 사옥 [그린리모델링]

The-K Insurance Headquater [Green Remodeling]

Location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17,098.51m2  /  Floors  B3, 12F  /  Design  2018  /  Client  PMC

2018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은상

사무공간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융통성과 
가변성이 확보된 평면계획을 진행하였다.
신축건물과 동일한 구조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건물의 기본구조체와 보강 제진시스템을 일체화하고, 
켄틸레버 모멘트 구배 형상을 M형으로 채택하여 
연성능력 및 감쇠능력을 확보하였다.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ality and 
efficiency of the office space, the following plan 
was developed with flexibility and variability.
In order to secure the same structural seismic 
performance as the new building, the basic 
structure of the building and the reinforced 
vibration damping system were integrated, and 
the shape of the cantilever moment gradient 
was adopted as an M-type to ensure ductility 
and damping ability.

건물의 기본 구조체와 보강 제진시스템의 
일체화와 켄틸레버 모멘트 구배 형상을 M형으로 
채택하여 연성능력 및 감쇠능력을 확보함.
Ductility and damping ability are ensured 
by integrating the basic structure of the 
building and the reinforcement vibration 
damping system and adopting an M-type 
cantilever moment gradient shape.

사무공간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융통성과 가변성이 확보된 내부 평면계획
Internal floor plan with flexibility and 
variability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ality and efficiency of the office 
space

Before After

▪ 효율성을 증가시킨 디자인 
   Design to increase efficiency

▪ 신축건물과 동일한 구조 내진성능 확보
    Securing the same seismic performance 

of the structure as that of a new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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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친환경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Target  Public building(19EA)  /  Period  2021  /  Client  KHNP

산청양수 본관사옥

한빛본부 교육훈련센터 월성본부 복지회관 한빛본부 홍보관

팔당수령 본관사옥 한울본부 실내스포츠센터 한울본부 모의제어훈련원

2021 Eco friendly Green Remodeling 
Consulting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_ 권역2

Target  Public building(수도권/대구/경북)  /  Period  2021  /  Client  LH

청송군보건의료원

시립문원어린이집

청송군 보건 의료원 입면 개선제안

대창면보건지소

영천시보건소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병원동

영덕 영해어린이집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2021 Public Building Green Remodeling 
Consulting _ Area Ⅱ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_ 권역6 

Target  Public building(수도권/전남/제주)  /  Period  2021  /  Client  LH

제주의료원

노인전문여주병원

제주보건소

국립나주병원

의무사 행복어린이집

국군수도병원

서귀포의료원

고산어린이집

2021 Public Building Green Remodeling 
Consulting _ Area Ⅵ

국방부 어린이집 _ 장성 상무대

국방부 어린이집 _ 포천 산내들 도담

국방부 어린이집 _ 파주 전진타운

Location  Jangseong-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Floors  2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2 /  Client  LH 

Location  Po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Floors  2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2 /  Client  LH 

Location Pa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Floors  2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2 /  Client  LH 

변경후 조감도

변경후 조감도

변경후 조감도

변경후 실내색체계획안

변경후 실내계획안

변경후 실내색체계획안

변경전

변경전

변경전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ay Care Center _ 
Paju Jeonjin Tow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ay Care Center _ 
Pocheon Sannaedeul Dodam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ay Care Center _ 
Jangseong Sangmu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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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9 수도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20 수도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Target  Public building(7EA)  /  Period  2019  /  Client  LH  

Target  Public building(12EA)  /  Period  2018  /  Client  LH  

Target  Public building(9EA+9EA)  /  Period 2020  /  Client LH  

현황

현황

개선안

남도학숙

정부청사관리소 정부과천청사 경기 성남시 수정청소년수련관 포선도시공사 반원아트홀 인천서구시설공간 검단복지회관

인천도시공사 선학종합사회복지관 대한체육회 무교사업소 인천광역시청사 금천구 독산1동 주민센터 분소2

개선안

안양시 석수2동 다목적복지회관

경기도 포천시청 제3별관

정동극장

인천서구 상생마을 마을공방

서울북부지방경찰청

2019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Metropolitan Area 

2018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Southern Region

2020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Metropolitan Area  

2015 남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7 중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2017 남부권 공공건축물 노후화진단 시범사업 

Target  Public building(10EA)  /  Period  2015  /  Client  LH  

Target  Public building(8EA)  /  Period  2017  /  Client  LH  

Target  Public building(8EA)  /  Period  2017  /  Client  LH  

광주문화예술회관

현황

현황

강릉 사랑의 일터 강릉 입암사회복지관 복내면사무소 부산연제경찰서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개선안

개선안 대구달서구청

사천공군 학생조종사 숙소

충주 성내동 우체국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 교육관

헌법재판소

부천 춘의동 주민센터

부경대학교 청운관물관

광주 대촌동 주민센터

광주국토유지건설사무소 청사

한국폴리텍대학교 달성캠퍼스

평창군청사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태백시청

남울산우체국

태백석탄박물관

2015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Southern Region

2017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Central Region 

2017 Public Building Aging Diagnosis 
Pilot Project _ Souther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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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세종

Zero Energy Town House Ⅰ _ Sejong 

도시주택기금, LH, 민간투자회사가 리츠를 설립하여 시행한 민간임대 
단독주택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제로 에너지 시범사업 단지이다. 
국내에서 규모가 큰 단독주택단지 중 LID기법, 패시브기술, 액티브기술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 민간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쾌적하고 높은 단열성능을 
가진 저에너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저비용의 고효율 시스템 방안을 고민하여 적용하였다. 
작지만 집집마다 갖춰진 마당은 층간소음 등으로 얼룩진 답답한 도심 속 
아파트를 떠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공간이자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이웃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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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 2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Location  Sejong-si,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8,217m2  /  Gross floor area  5,263.2m2  /  Floors  2F  /  Design  2016  /  Construction  2019 
The Number of Unit  60 Total Units (85m2 A - 21 Units, 85m2 B - 33 Units, 85m2 C - 6 Units)  /  Client  Passive Energy Rental REIT Co., Ltd.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Zero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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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ive Energy Rental REIT Co., Ltd. /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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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ive Energy Rental REIT 
Co., Ltd. /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Zero Energy House Ⅰ _ Osan Segyo

제로에너지 4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제로에너지 4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김포 한강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1차 _ 오산 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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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ejong-si,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9,630 m2  /  Built area  4,559.82m2  /  Gross floor area  7,550.99m2  /  The Number of Unit  78 Total Units (84m2 A, B)
Floors  B1, 3F  /  Design  2018  /  Construction  2022  /  Client  Passive Energy Rental REIT Co., Ltd. /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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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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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차 _ 세종 행복도시

ZEB 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Zero Energy Town House Ⅱ _ Sejong Happy City Location  Hwaseong-si,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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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ive Energy Rental REIT Co., Ltd. /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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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ive 
Energy Rental REIT Co., Ltd. / L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Zero Energy Town House Ⅱ _ Busan Myeongji

ZEB 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ZEB 5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차 _ 화성 동탄

Zero Energy Town House Ⅱ _ 
Hwaseong Dongtan

제로에너지 타운하우스 2차 _ 부산 명지

Zero Energy Town House Ⅱ _ Busan Myeong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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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린빌딩

POSCO Green Building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13,172.2m2   /  Gross floor area  5,571.2m2  /  Floors  Office_  B1, 5F, Housing_  B1, 3F  /  Design  2011  
Construction  2013  /  Client  POSCO, RIST, Yonsei University

․ BIM AWARDS BIM Best Practice
․ 에너지자립률 100%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포스코 그린빌딩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포스코의 철강 신수요 창출, 포스코건설의 
에너지 절감 주택상품 개발, 포스코A&C의 친환경 설계기술 확보, 포스코ICT의 그린IT 솔루션과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개발을 통한 그린스마트빌딩으로 계획되었다.
오피스 및 공동주택(모듈러시스템)의 에너지절감형 모델 개발을 위해 그린 강구조·강건재·신재생
에너지 등 5가지 분야, 총 130여 가지 친환경 요소기술이 적용되었다. 향후 그린빌딩은 연세대와 
함께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test-bed)로도 활용할 예정이며, 제로에너지를 구현하는 
공동주택은 포스코의 그린 홍보·전시관 기능도 겸할 계획이다.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POSCO Green Building has 
been planned as a green smart building by creating new demand for steel by POSCO, 
developing energy-saving housing products by POSCO E&C, securing eco-friendly 
design technology by POSCO A&C, and providing green IT solutions and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by POSCO ICT.
Moreover, to develop an energy-saving model for offices and apartment buildings (modular 
system), POSCO Green Building applied a total of 130 eco-friendly element technologies in 
five fields including green steel structure, steel building materials,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the green building will also be used as a test bed fo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ogether with Yonsei University, and an apartment house that 
realizes zero energy plans will serve as POSCO’s green publicity and exhibition hall as well.

포스코에너지 미래관은 세계 최고의 친환경 인증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국내에서 최초로 
획득하였다. 미래를 항해하는 배와 에너지의 역동적 흐름을 형상화하여 미래 비전 
달성을 향한 과감한 도전정신과 자신감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연면적 8,384m2, 
6층 규모의 사옥은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 직원들의 지식역량을 
강화하고 창조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스마트오피스 "변화의 공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당을 개방하고 있다.

The POSCO Energy Future Miraegwan was the first in Korea to acquire 
the Platinum grade, the highest grade of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the world’s best eco-friendly certification.
This building represents a bold and competitive spirit and confidence in the 
vision of POSCO ENERGY and embodies a future-oriented ship and dynamic 
energy flow. The six-story corporate building with 8,384m2 total ground 
area serves as an 'Open Space' in which local residents can communicate, 
a smart office’s 'Space of Change' to enhance the knowledge capacity of 
employees and lead creative innovation, and a sustainable 'Green Space' for 
eco-friendly energy conservation in harmony with ambient environments. 
Moreover, its hall is open to local residents for use during events.

․ LEED Platinum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포스코 에너지 미래관 

POSCO ENERGY Future Energy Campus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166 m2  /  Design  2011  /  Client  POSCO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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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나래관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Narae Hall

Location  Ga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3,902m2

Built area  2,913.43m2  /  Gross floor area  12,147.34m2  /  Floors  B2, 4F
Design  2011  /  Client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용인 상하중학교

Yongin Sangha Middle School

Location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3,534.3m2  /  Built area  2,689.7m2  /  Gross floor area  8,918.87m2

Floors  B1, 4F  /  Design  2009

은평 다목적 체육관

Eunpyeong Municipal Gym

Location  Eunpye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876m2 

Built area   2,332.7m2   /  Gross floor area  2,954.13m2   /  Floors  B1, 3F
Design  2013  /  Client  Eunpyeong-gu Office

동해 해양경찰 수련원

East Sea Coast Guard Training Center

Location  Samcheok-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76,200m2

Gross floor area  8,388.93m2  /  Floor  B1, 5F  /  Design  2011  

당선  /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

당선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당선  /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

인천체육고등학교

Incheon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6,000m2

Built area  7,105.3m2  /  Gross floor area  23,209.76m2   /  Floors  B1, 5F
Design  2010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안동대학교 지역협력관 [리모델링/증축]

엑스포공원 전기에너지관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Andong University Regional Cooperation 
Building [Remodeling/Extension]

EXPO Park Electric Energy Building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671,661m2   
Built area  6,359.25m2  /  Gross floor area  28,362.93m2  /  Floors  B1, 7F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1

Location  Ando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24,553m2   
Built area  2,066m2  /  Gross floor area  5,215m2  /  Floors  4F  /  Design  2017
Construction  2019(Remodeling)  /  Client  Andong University

Location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1,325m2   /  Built area  4,522m2  /  Gross floor area  8,413m2  
Floors  B1F, 3F   /  Design  2017  /  Construction  2018  /  Client  한국에너지공단

당선

당선  /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 당선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포스코A&C는 BIM 설계기술을 통해 건축물을 3D 시각화하고 각종 지형정보와 기반시설정보, 건축물 정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최적의 친환경 도시설계를 지향합니다. 기획 -실시설계-시공현장-사후관리까지 건설의 모든 Life Cycle Management에 BIM 
데이터가 활용됩니다. 최적화된 BIM 설계를 통해 공사비용, 공사기간, 시공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에너지소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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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인천 더샵 송도아크베이
Incheon The Sharp Songdo Arc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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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Incheon Songdo The Sharp Central Park Ⅲ

전주 더샵 인후 센트럴 
Jeonju The Sharp Inhu Central

남양주 부평 더샵 퍼스트시티 
Namyangju Bupyeong The Sharp First City

의정부 LH 고산 S3 블록
Uijeongbu LH Gosan S3 Block

용인 동천 더샵 이스트포레 
Yongin Dongcheon The Sharp East Foret

남양주 창현 도뮤토 
Namyangju Changhyeon DOMUTO

성남 분당 매화마을 주공1단지 
Seongnam Bundang Maewhamaeul LH 1 Complex

부산 e-편한세상 사하 
Busan e-Pyeonhansesang Saha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Busan Haeundae LCT The Sharp

전주 에코시티 포레나 
Jeonju Echocity FORENA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포스코 포항 스마트 데이터센터 
POSCO Pohang Smart Data Center

기가타운 
GIGA Town

포스텍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POSTECH Bio Open Innovation Center

중이온가속기 본부동 
Heavy-ion Accelerator Headquarter Building

하나은행 본점 
Hana Bank head office

제주 히든 클리프호텔 
Jeju Hidden Cliff Hotel

고양 원흥역 봄 빌딩 
Goyang Wonheung Station ‘Bom’ Building

인천 CCCA  
Incheon Cheongna Cultural Center Aquatics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Gwangju Summer Universiade Swimming Stadium

인천포스코고등학교 
Incheon POSCO High School

포스코 그린빌딩 
POSCO Green Building 

포스코 포항 한마당체육관 
Posco Pohang Hanmadang Gymnasium

포스코 광양 어울림체육관 
Posco Gwangyang Eoullim Gymnasium

포스코 송도 글로벌 R&D센터 
POSCO Songdo Global R&D Center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POSCO E&C Tower (Songdo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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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북안카잉 7블록  
Vietnam North An-Khanh New City 7Block

BIM  기반 
수행업무

설계
업무

시각화
검토

수량
산출

현장
지원

POSCO A&C BIM 업무

· BIM 적용범위 설정
· BIM 초기 DB구축
   (템플릿 및 라이브러리)

· 각 공정별 BIM Data 작성
   (건축/구조/조경/토목/MEP)

· BIM 모델기반 도면작성
   (일반주택/공동주택)

· 설계정합성 향상기여
   (공종간 간섭 및 오류사항 검토)

· BIM 모델기반 디자인 검토
· 파라메트릭기반 디자인 검토
  (비정형구간/공동주택 입면 등)

· 착공단계 시공업무지원
· 공정별 품질관리 대응
· Pre-CON. 업무협업
· BIM Q.C/기술지원
· 시공현장 Needs 탄력적 대응 · BIM 모델기반 주요물량 산출

  (콘크리트/거푸집/철골/철근 등)

▪  일반주택 분야
▪  공동주택 분야
▪  시공현장 분야
▪  플랜트 분야

SM
A

RT A
&C

, 강
하

고
 지

속
 가

능
한

 건
축

 Platform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도서 작성(실시설계)
▪ 시공성 검토 및 현장지원
▪ 체크리스트 작성
▪ 물량 산출
▪ 시공시뮬레이션
▪ 시각화 및 정합성 검토 등

POSCO A&C 
BIM’s Speciality

BIM 디자인

POSCO A&C만의 차별화된 BIM  수행방법

Data Base

BIM Bridge

Manage

ConnectCooperate

BIM기반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한 A&C만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 확보

BIM기반 PJT수행 시 팀내 
다양한 역할분담(설계, 시공)을 
통한 A&C만의 특화된 경쟁력

BIM기반 PJT 수행 시 
설계와 시공 간 결합을 통한 
성과물 작성 시 다양한 범위 
활용 가능

주기적인 설계 및 시공간 
업무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품질 정합성 확보 

설계 및 시공간 연계

설계 시공

BIM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도서 
작성

해석/분석

심화설계

개념설계

프로그래밍

개축

해체

선조립 공정

시공 4D/5D

현장 기자재 반입,
반출 계획

운영/유지관리

수행 업무

수행 건수 : 총 64건
*PJT 수행기간 : 2007 -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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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사옥을 
시작으로 포스코 글로벌R&D센터, 포항&광양체육관, 송도 포스코 그린빌딩, 
산본 마스터프라자, 제주 클리프호텔 등에 BIM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기가타운  GIGA TOWN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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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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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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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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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인천 더샵 송도아크베이 

Incheon The S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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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ors  B4, 46-49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6  /  Client  PMC

경기 광주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Gyeonggi Gwangju Opo The Sharp Central Fo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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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2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입지 조건을 반영하여 단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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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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Incheon Songdo The Sharp Central Park Ⅲ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96,570.99m2

Design  2019 

전주 더샵 인후 센트럴

Jeonju The Sharp Inhu Central Location  eonj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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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2017  /  Construction  2020 용인 동천 더샵 이스트포레

Yongin Dongcheon The Sharp East Foret Location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2,395m2

Gross floor area  114,457m2  /  Floors  B2, 28F  /  Design  2017  
Construction  2017 

의정부 LH 고산 S3 블록

Uijeongbu LH Gosan S3 Block Location  Uijeongb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150,638m2  /  Floors  B1, 24F  /  Design  2017 
Construc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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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창현 도뮤토 

Namyangju Changhyeon DOMUTO

Location  Jinjeop-eup, Namy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49,475.7m2  /  Built area  8432.49m2  /  Gross floor area  155,366.34m2  
Floors  B2, 33F  /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1

남양주 부평 더샵 퍼스트시티

Namyangju Bupyeong The Sharp First City

Location  Hwado-eup, Namy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8,743.7m2  /  Gross floor area  55,923m2  /  Floors  B1, 27F
Design  2015  /  Construction  2015

성남 분당 매화마을 주공1단지 

Seongnam Bundang Maewhamaeul
LH 1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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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  2014  /  Construction  2014 

부산 e-편한세상 사하

Busan e-Pyeonhansesang Saha Location  Saha-gu, Bu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6,942.2m2  
Gross floor area  94,193.68m2  /  Floors  B4, 29F  /  Design  2017 
Construction  2017  

전주 에코시티 포레나 

Jeonju Echocity FORENA 

Location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7,467m2  
Gross floor area  106,627m2  /  Floors  B1, 29F  /  Design  2015  /  Construction  2016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Busan Haeundae LCT The Sharp

Location  Haeundae-gu, Bu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7,944m2  
Gross floor area  661,134m2  /  Floors B5, 101F  /  Design  2015  /  Construc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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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Locati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67,1661m2  /  Built area  6,359.25m2  /  Gross floor area  28,362.93m2 
Floors  B1, 7F  /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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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적 수평적으로 조합하여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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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중앙의 아트리움은 내부 공간에 자연채광을 유입하고 외기에 면하는 아트리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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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구조 외에도 포스트텐셔닝 구조와 저층부는 수직기둥을 삭제하고 상층부에 매달린 구조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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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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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타운

GIGA TOWN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0,288.5m2  /  Built area  7,021.51m2  /  Gross floor area  47,415.89m2 
Floors  B2, 12F  /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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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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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포항 스마트 데이터센터 

POSCO Pohang Smart Dat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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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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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BIPV 등 
당시 포스코에서 새롭게 개발 및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분야까지 TEST BED로써 건축구조 및 
외장재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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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포스텍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POSTECH Bio Open Innovation Center

중이온가속기 본부동

Heavy-ion Accelerator Headquarter 
Building

Locati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671,661m2  /  Gross floor area  12,804m2  /  Floors  B1, 4F
Design  2017  /  Client  POSTECH

Location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52,066m2   
Built area  76,246.25m2  /  Gross floor area  116,297.93m2  /  Floor  B1, 4F
Design  2017  /  Construction  2021  /  Client  IBS

대전광역시 건축상

하나은행 본점

Hana Bank head office

Locati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3,518.8m2  /  Gross floor area  54,038m2  /  Floors  B6, 26F
Design  2016  /  Client  Hana Bank

Jeju Hidden Cliff Hotel
제주 히든 클리프호텔

Location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7,874m2

Gross floor area  22,290m2  /  Floors  B4, 4F  /  Design  2015  /  Construction  2016 

2015 BIM AWARDS KOREA

고양 원흥역 봄 빌딩

Goyang Wonheung Station 
Bom Building

Location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238m2  
Gross floor area  43,665.6m2  /  Floors  B6, 21F  /  Design  2015  /  Construction  2018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인천 CCCA 

Incheon Cheongna Cultural 
Center Aquatics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0,000m2 
Built area  1,588m2  /  Gross floor area  2,977m2  /  Floors  B1, 2F  
Design  2013  /  Construction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Gwangju Summer Universiade 
Swimming Stadium

Location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65,658m2 
Built area  11,992.9m2  /  Gross floor area  19,238.44m2  /  Floors  B1, 3F  
Design  2013  /  Client  Gwangju-si

인천포스코고등학교

Incheon POSCO High School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5,000m2 
Built area  16,200m2  /  Gross floor area  15,984m2  /  Floors  B1, 4F 
Design  2013  /  Client  NSIC (New Songdo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POSCO Green Building
포스코 그린빌딩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13,172.2m2   
Built area  1,967.33m2  /  Gross floor area  5.571.2m2  /  Floors  Office_ B1, 
5F, Housing_ B1, 3F  /  Design  2011  /  Construction  2013  

BIM AWARDS BIM Best Practice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Posco Gwangyang Eoullim Gymnasium
포스코 광양 어울림체육관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1,888m2  
Built area  4,677.92m2  /  Gross floor area  13,454.63m2  /  Floors  B2, 4F
Design  2011  /  Client  POSCO

POSCO Pohang Hanmadang Gymnasium

포스코 포항 한마당체육관

Locati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3,436.72m2  /  Built area  5,897.72m2  /  Gross floor area  13,565.21m2  
Floors  B1, 3F  /  Design  2011  /  Client  POSCO

2011 BIM AWARDS Construction 단체부분 Good Practice상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82,536m2

Built area  19,526.38m2  /  Gross floor area  98,221.36m2  /  Floors  B1, 16F 
Design  2008  /  Construction  2010  /  Client  POSCO  

POSCO Songdo Global R&D Center
포스코 송도 글로벌 R&D센터 

2009 BIM AWARDS Construction 단체부분 Best Practice상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POSCO E&C Tower (Songdo Office)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1,410.7m2

Built area  6503.18m2  /  Gross floor area  149,771.19m2  /  Floors  B5, 39F
Design  2007  /  Construction  2010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Vietnam North An-Khanh New City Phase Ⅱ 
Master Plan

베트남 북안카잉 2단계 마스터플랜

BIM AWARDS 우수상

Location  North An-Khanh, Hanoi, Vietnam  /  Site area 264.13ha  
Size  Concept_ Villa, terrace house, APT CH-1, 4, 5, 6, 7BL, Central River Park 
Design _APT-5, 6, 7BL, Central River Park  /  Design  2006  /  Construction  2021  
Client  An-Khanh JVC

베트남 북안카잉 7블록 

Vietnam North An-Khanh New City 7Block Location  North An-Khanh, Hanoi, Vietnam  /  Site area 28,328m2 
Gross floor area  56,787m2  /  Floors  B1, 21F  /  Design  2012
Construction  2016  

2013 Good Practice

+ Project list

웹 기반 Pre-Design Viewer 및 디자인 도구 개발 

공동주택 BIM 설계기준서 1.0 개정 

TIPS 프로그램(빌딩 자율운용 플랫폼) 개발 

포스맥 4D BIM

서울 강일 오피스텔

서울 공덕 더샵 인테리어 BIM 

서울 삼성동 114-8번지 업무시설 

서울 개포 대청 더샵 리모델링 

서울 성수 퍼스트 IT타워(지식산업센터) 

서울 상봉 주상복합 

서울 동대문 글로컬타워 

서울 양평 트윈 폴리스 오피스텔 

서울 공동사옥건립 BIM 전환설계 

인천 송도 Pilot Plant 실험동 

평창 동계올림픽 IBC(국제방송센터) 

군포 산본 센트로 601 

안성 일죽 메르세데스 벤츠 부품 물류센터 

포스코 충주 R&D센터 

포항 3D 외장재 및 인허가 관리시스템 

밀양 삼문 공동주택 

광양 HCGL 노후장비 교체 4D BIM 

광양 4CGL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보완 3D BIM

 

광양 7CGL 신설 가상시공 

베트남 이마트 2호점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하즈시티 호텔 (패키지 4A) 

브라질 CSP 공작정비동 및 원료시험동 

 Web Pre-Design Viewer & Design Tool Development

Apartment BIM Design Standard 1.0

TIPS Program (Building Auto-Management Platform) Development

 PosMac 4D BIM

Seoul Gangil Officetel

BIM Seoul Gongdeok The Sharp Interior BIM

Seoul Samseong-dong 114-8 Office

Seoul Gaepo Daecheong The Sharp Remodeling

Seoul Seongsu First IT Tower

Seoul Sangbong Residential Complex

Seoul Dongdaemun Glocal Tower

Seoul Yangpyeong Twin Police Officetel

Seoul Office Building BIM Conversion Design

Incheon Songdo Pilot Plant Experiment Building

Pyeongchang Winter Olympic IBC(International Broadcast Centre)

Gunpo Sanbon Sentro 601

Anseong Iljuk Mercedes Benz Logistics Center

POSCO Chungju R&D Center

Pohang 3D Exterior & License Management System

Miryang Sammun Apartment

Gwangyang HCGL Replacement of Old Equipment 4D BIM

Gwangyang 7CGL New Virtual Construction Simulation Work

Vietnam E-mart the 2nd outlet

Saudi Arabia Madinah Hajj City Hotel(PKG 4A)

Brazil CSP Machine Maintenance Building & Material Test Building

Gwangyang 4CGL Replacement of Old Equipment 
& Equipment Supplement 3D BIM



철의 쓰임은 무궁무진합니다. 포스코의 철을 이용한 작품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포스코A&C는 브리지, 파사드, 미디어보드, 공공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철의 본질에 충실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Iron has endless uses. How are POSCO’s steel works used in each field? 
POSCO A&C pursues designs that are faithful to the nature of steel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bridges, 
façades, media boards, and public facilities.

ETC.(Other facilities)
기타시설

Gwangyang Steel Tree

포스텍 78계단 보행교 및 승강기 
POSTECH 78 Stair Elevator & Pedestrian Bridge

미얀마 스틸브리지
Myanmar Steel Bridge

제철소 경관 _ 포항, 광양
Steelworks _ Pohang, Gwangyang

광양 스틸트리
Gwangyang Steel Tree

포항타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Pohang Tower Schemetic Design & Feasibility Study 

양산타워 및 자원회수시설
Yangsan Tower & Resource Recovery Facility

포스코에너지 공원화 및 환경색채디자인
POSCO ENERGY Pubric Park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로비
POSCO ENERGY Future Energey Campus Main Lobby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
Paju Bookcity Pubric Area Design

포스코센터 아쿠아리움
POSCO Center Aquarium

연세 포스코 브리지
Yonsei POSCO Bridge

포레카_포스코센터 / 포스코 송도 글로벌 R&D센터 /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POREKA _ POSCO Center / POSCO Songdo Global R&D Center / POSCO ENERGY Future Energey Campus

POREKA _ POSCO Center / POSCO Songdo Global R&D Center / POSCO Energy Future Energy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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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포스텍 78계단 보행교 및 승강기

POSTECH 78 Stair Pedestrian Bridge & Elevator

Locati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671,661m2  /  Built area  27.1m2  /  Gross floor area  54.1m2 
Floors  2F  /  Design  2017  /  Construction  2018  /  Client  POSTECH

보행자 중심의 78 PLATFORM
브릿지를 통해 가볍게 받치고 떠오르는 날갯짓의 힘을 담은 포항공대 
78계단은 삼각 결정체 형상으로 포스코 WP강재의 외피가 사용되었다. 
Line LED 조명은 철의 울림, 푸른 보석을 뜻하며, 독창적 트러스 구조는 
포스텍 첨단기술의 도전정신을 상징한다.

Pedestrian-Oriented 78 PLATFORM
The 78 PLATFORM of Pohang University, which is lightly 
supported with a bridge, is triangular in shape and uses the 
sheath of POSCO WP steel. The line LED lighting of the building 
symbolizes the sound of iron and the color of blue jewels, while 
the original truss structure symbolizes the challenging spirit of 
POSTECH’s advanced technology.

미얀마 스틸 브리지

Myanmar Steel Bridge

POSCO그룹이 Biz와 연계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Steel을 활용해 진출한 개발도상국의 
사업장 인근에 주택, 다리, 놀이터 등의 인프라를 
설치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POSCO-Vietnam 인근 
붕타우성 떤딴현에 POSCO Village 104세대 조성 
중 열을 차단하는 지붕재, 비와 햇빛을 막는 차양막, 
출입문 등에 스틸 적용하고 빌리지에 Steel 놀이터를 
조성하였다.

Myanmar Social Contribution Steel Bridge is a 
representative social contribution project jointly 
carried out by POSCO and Biz. It is a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that uses steel to install 
infrastructure such as houses, bridges, and 
playgrounds near business sit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nstruction of POSCO Village 
104 households in Tan Thanh County, Vung 
Tau Province, near POSCO-Vietnam, steel was 
applied to the roof materials to block heat, 
awnings to block rain and sunlight, and doors, 
and a steel playground was also created in the 
village.

Location  At Yowa Village, Hmawbi Township, Myanmar  /  Size  18.9m  /  Design  2016  /  Construction  2017



ETC.

제철소 경관 - 포항, 광양

제철소 경관 _ 포항

제철소 경관_ 광양

Steelworks _ Pohang, Gwangyang Location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9,528,716.5m2  /  Gross floor area  23.6m2  /  Design  2014    
Construction  2014  /  Client  POSCO

포항타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Pohang Tower Schemetic Design & 
Feasibility Study 

Location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1,359m2 (Tower Height 200m)  /  Design  2011 
Client  Pohang City

세계적인 철강도시 포항의 위상에 걸맞는 상징성, 동해 일출과 수려한 
해안선의 청정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망 기능성, 
영일만항 개항에 따른 환동해 국제물류 중심도시로서의 비전을 지향하는 
다목적형 포항타워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다. 포항시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이 200m(탑신180m, 철탑20m)의 타워로서 층별 
구성은 지상 진입층, 중간 점검층, 전망 3개층 및 기계실층으로 구성하였다.

This is a project that conducts a feasibility study and basic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a multipurpose Pohang Tower, reviewing the 
symbolism appropriate to the status of Pohang as a world-class steel 
city, examining the functionality to share a view of the clean natural 
scenery of the East Sea sunrise and the beautiful coastline, as well 
as examining whether the vision of a central city for international 
logistics in the East Sea following the opening of Yeongil Bay Port 
is being pursued. It is a 200 m high tower (180 m tower, 20 m steel 
tower) that provides a view of the entire city of Pohang, and consists 
of an entrance floor above ground, an intermediate inspection floor, 
three observation floors, and a machine room floor.

광양 스틸트리

Gwangyang Steel Tree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1,814m2  
Gross floor area  10,000m2  /  Floors  6F  /  Design  2011  /  Client  POSCO 
Gwangyang Steelworks 

색채와 조명 계획을 통한 광양제철소의 개성있는 
경관 조성으로 시각적 심미성을 확보하고 
포스코의 환경경영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기업이미지에 기여하고 한다.

This project is to secure visual aesthetics 
through the unique landscape of 
Gwangyang Steelworks through planning 
of coloring and lighting; letting people know 
about POSCO’s environmental management 
internally and externally so as to improve its 
image as a low-carbon green growth and 
eco-friendly company.



ETC.

양산타워 및 자원회수시설

Yangsan Tower & Resource Recovery 
Facility

Location  Dong-myeon, Yangsa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44,704m2  /  Built area  Tower_ 322.87m2, Facilities_ 5,828m2

Gloss floor area  Tower_ 1,647m2, Facilities_ 11,463m2  /  Floor  B1, 5F 
Design  2006  /  Client  Yangsan City

소각장의 굴뚝이 양산 신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로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콘셉트로 
지역난방시설 및 자원회수 시설을 설계하였다.

This project is to plan a local heating facility 
and a resource recovery facility under the 
concept 'Reborn as a lighthouse (Incinerator 
Chimney) of hope that brightens the future of 
Yangsan City'.

포스코에너지 공원화 및 환경색채디자인

POSCO ENERGY Public Park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104,500m2  
Design  2011  /  Client  POSCO ENERGY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로비

POSCO Energy Future Energy Campus 
Main Lobby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288m2

Design  2012  /  Client  POSCO ENERGY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

Paju Bookcity Public Area Design

Location  Pa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Design  2011  /  Construction  2011  
Client  Paju Book City

포레카_  포스코센터 / 포스코 송도 글로벌 R&D센터 /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POREKA _ POSCO Center / POSCO Songdo Global 
R&D Center / POSCO Energy Future Energy Campus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Design  2010

포스코센터 아쿠아리움

POSCO Center Aquarium

Location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Design  2010

연세대 포스코 브리지

Yonsei POSCO Bridge

Location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  Design  1999
Client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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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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요소와 녹색 건축물의 요소를 융합하여 환경 개선 ‧ 에너지 성능 개선 ‧ 건물 자산가치 상승 등 기존의 건물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특히 건물의 노후도, 에너지 사용실태, 사용 용도, 관계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물의 자산가치 및 에너지 성능 개선의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포스코A&C는 국내 최고의 그린리모델링 핵심 기술역량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리모델링 경험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일괄수행체계를 통해 차별화된 노하우와 최신기술을 선보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제로에너지 건축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 합니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사용과 생산의 합이 ‘0’, 제로가 되는 것으로 패시브 디자인과 액티브기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최적으로 구현합니다.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포스코A&C는 BIM설계기술을 통해 건축물을 3D 시각화하고 각종 지형정보와 기반시설정보, 건축물 정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최적의 친환경 도시설계를 지향합니다. 기획 -실시설계-시공현장-사후관리까지 건설의 모든 Life Cycle Management에 BIM 데이터가 활용됩니다. 
최적화된 BIM 설계를 통해 공사비용, 공사기간, 시공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에너지소모와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www.poscoa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