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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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부문 우수상       

           · 녹색건축대전 우수상

           · LEED 그린빌딩 PLANTINUM

오산 시민스포츠센터
2012  경기도건축문화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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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현동 리바트 건물
2013   제6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작품상

청담 뮤토
2013  ·  제6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작품상

           ·  서울특별시 건축상 우수상

베트남 북안카잉 7블럭
2013   BIM AWARDS  Good Practice Design 

분야 수상(단체)

비정형 건축물 3D 측량시스템
2014   BIM AWARDS  Good Practice 

Construction 분야 수상(일반)

울산 문수야구장
2015  굿디자인 공공환경 분야 우수 디자인 선정

평창 미디어레지던스 호텔
2015  독일 IF Design Award 건축부분    

           국내 최초 금상

2017   BIM AWARDS  Good Practice 

Construction 분야 수상

2015   동아일보 한국의 최고 경영인상, 

창조경영부문 대상

2016   국내 BIM적용 실적 설계사무소 분야 

2년 연속 1위

중국 베이징 포스코센터
2017  북경시 건축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남자기숙사    

2018   제8회 한국리모델링 건축대전    

한국리모델링협회장상(특선)

2019   제4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LH사장상

2018   그린리모델링 유공자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2018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1주년 기념 공로패 수여

더케이손해보험 사옥 [리모델링]
2018   제3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비주거부문 은상

2019   건설협력증진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
2019  국내최초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도서관
2020  ·   제3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비주거부문 최우수상(LH사장상)

            ·  2020 리모델링건축대전 입선

2021  녹색건축대전 국토부장관상

RIST 본부동 및 연구동
2021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국토교통부장관상 



EducationㆍResearch

교육시설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포스텍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신한대학교 진리관, 믿음관 
[그린리모델링]

안동대학교 지역협력관 
[리모델링/증축]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부산과학고등학교 

포스코 동촌어린이집

포스텍 박태준학술정보관

포스텍 산업경영공학 실험동 한국 폴리텍 제4대학(대전)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안)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포스코 금당어린이집

포스텍 포스코 국제관

포스텍 해양대학원

한국 폴리텍 제6대학(대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보관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용인 상하중학교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국제설계공모(안)

포스텍 철강대학원 연구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 
국제교육센터 

한국 폴리텍 제7대학(부산)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인천체육고등학교

포항제철초등학교 
창의융합센터

울산 시립도서관(안)

포스텍 C5 제1융합동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컨버전스홀

한국 폴리텍 제7대학(창원)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계원예술고등학교 
모던아트센터

포항 외국인학교(안)

용인 죽전도서관

INDEX

의료시설

연구시설

안산 중앙도서관

포스코 송도 글로벌 
R&D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녹색기술연구동

포스코건설 기술연구소

고흥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중이온가속기 본부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초정밀동위원소 
분석연구동 

포스코건설 충주 R&D센터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

안산 상록수보건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동국제강 기술연구소

충북 테크노파크

송파 청소년수련관

포항 어울림플랫폼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 
센터(안)

지방행정연수원 청사(안)

동물약품 허브센터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안) 

베트남 하노이 비쳄 
R&D센터 

포항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

여주 노인병원국립재활원 나래관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

융합기술생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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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Research
교육ㆍ연구시설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포스텍 박태준학술정보관
POSTECH Tae-Joon Park Digital Library

포스텍 포스코 국제관
POSTECH POSCO International Center

포스텍 철강대학원 연구센터
POSTECH Graduate Institute of Ferrous Technology

포스텍 C5 제1융합동
POSTECH C5 Building Ⅰ

포스텍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POSTECH Bio Open Innovation Center

포스텍 산업경영공학 실험동
POSTECH IME(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Laboratories

포스텍 해양대학원
POSTECH Ocean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 국제교육센터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ngdo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한국 폴리텍 제4대학(대전)
Korea Polytechnics Ⅳ (Daejeon Campus) 

한국 폴리텍 제6대학(대구)
Korea Polytechnics Ⅵ (Daegu Campus)

한국 폴리텍 제7대학(부산) 
Korea Polytechnics Ⅶ (Busan Campus)

한국 폴리텍 제7대학(창원) 
Korea Polytechnics Ⅶ (Changwon Campus)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컨버전스홀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Convergence Hall

신한대학교 진리관, 믿음관 [그린리모델링]
Shinhan University Sola Veritas Hall / Sola Fide Hall 
[Green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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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Sunchon National University Gwangyang Campus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보관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Library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Korea University LG-POSCO Hall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Dankook University Jukjeon Campus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Gongju National University Baekje Cultural Education Center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안)
Daegu Yeungjin University Grobal Campus Library (Proposal)

인천포스코고등학교
Incheon POSCO High School

인천체육고등학교
Incheon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계원예술고등학교 모던아트센터
Kaywon Arts High School Modern Art Center

부산과학고등학교 
Busan Science High School

포스코A&C는 포스코, 포스코 ICT, RIST, 포스코 청암재단, 포스텍 등 포스코 그룹 내 주요 IT산업시설에 대한 전문 설계자로서 첨단기술에 대한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Global top수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교육연구시설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학 캠퍼스부터 어린이집까지, 클린룸 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Total engineering solution)을 제공합니다.

POSCO A&C is an expert designer of key IT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POSCO Group including POSCO, POSCO ICT, RIST, POSCO TJ Park 
Foundation and POSTECH, and provides global top-level services based on its technological expertise in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for 
advanced technology. With know-how accumulated in the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y field for more than 50 years, POSCO A&C offers a 
total engineering solution from college campuses to daycare centers, as well as clean room facilities and various subsidiary facilities.

교육시설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Pohang Jecheol Technical High School 
Multi-purpose Auditorium

용인 상하중학교
Yongin Sangha Middle School

포항제철초등학교 창의융합센터
Pohang Jecheol Elementary School Creative 
Convergence Center

포항 외국인학교(안)
Pohang Foreign School(Proposal)

포스코 동촌어린이집
POSCO Dongchon Kindergarten

포스코 금당어린이집
POSCO Geumdang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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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시립도서관(안)
Ulsan Library (Proposal)

용인 죽전도서관
Yongin Jukjeon Library

안산 중앙도서관
Ansan Joongang Library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Yongin Neutinamu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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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온가속기 본부동 
Heavy-ion Accelerator Headquarter Building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KESCO Training Institute

지방행정연수원 청사(안) 
LOGODI(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
opment Institute) Building (Proposal)

융합기술생산센터 
Convergence Technology Research Com-
mercialization Center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안) 
Environmental Industry Research Center 
(Proposal)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녹색기술연구동 
KIGAM Green Technology Research Cente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초정밀동위원소 분석연구동 
KBSI Ochang Headquarters Isotope 
Geochemistry Research Building

동국제강 기술연구소
Dongkuk Steel R&D Cente

동물약품 허브센터
Veterinary Medicine Herb Center

베트남 하노이 비쳄 R&D센터
Vietnam Hanoi VICEM R&D Center

포스코건설 기술연구소
POSCO E&C R&D Center

포스코건설 충주 R&D센터
POSCO E&C R&D Center Chungju

충북 테크노파크
Chungbuk Technopark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Construction of PAL-XFEL at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포항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
Pohang POSCO Family Training Center

고흥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
Goheung POSCO Family Training Center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
POSCO Global Safety Center

송파 청소년수련관
Songpa Youth Training Center

연구시설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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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CHANGeUp Ground Pohang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671,661.0m2  /  Built area  6,359.25m2  /  Gross floor area  28,362.93m2  /  Floors  B1, 7F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1

POSCO 'Changeup Ground' Pohang aims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by 
pursuing the value of coexistence and 
coexistence as a member of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Corporate Citizenship that Develops 
Together' with POSCO,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POSCO. We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cubating center', a space 
for start-up/support for venture companies 
and young start-ups. The architectural design 
concept is to embody the image of a venture/
start-up company into a building based on 
POSCO's philosophy of corporate citizenship. 
It was intended to be implemented as an 
incubating platform by horizontally combining.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은 포스코 
50주년을 맞아 with POSCO,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에 따라 사회의 
일원으로써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벤처기업, 
청년 스타트업 업체의 창업/지원공간인 ‘인큐베이팅 
센터’의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건축 디자인 
콘셉트는 포스코의 기업시민의 이념을 토대로 벤처/
스타트 업체의 이미지를 건축물에 구현하는 것으로, 
전체 건축물은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도전정신이 
투영되도록 프로그램 및 요구 소요실을 개별의 
큐브로 정의하고 수직적 수평적으로 조합하여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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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박태준학술정보관

POSTECH Tae-Joon Park Digital Library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587,836m2  /  Built area  96,422.4m2  /  Gross floor area  335,113.3m2  /  Floors  B1, 6F
Design  2001  /  Construction  2003  /  Client  POSTECH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분 우수상
2004 미국건축가협회(AIA) 대상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화 기술과 사회 여건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도서관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이격되어 있는 기존 캠퍼스와 신규 캠퍼스를 브리지로 
연결하였다. 이로써 약 24m 차이의 기존 및 신규 캠퍼스의 
유기적 흐름을 주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사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유도하여 물리적으로 이격되어 있는 부지의 
조건을 극복하였다.

The basic direction is to build a state-of-the-art 
library that can respond flexibly to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 conditions. A bridge 
was built to connect the existing campus and the new 
campus, which were physically separated.  As a result, 
the building plays a central role in leading the organic 
flow of the two campuses 24 meters away from each 
other, and overcomes the condition of physically 
separated sites by providing easy access to users.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671,661m2  /  Built area  5,331.2m2  /  Gross floor area  24,890m2

Floors  B2, 5F  /  Design  2007  /  Client  POSTECH

포스텍 철강대학원 연구센터

POSTECH Graduate Institute of Ferrous 
Technology

포스텍 포스코 국제관

POSTECH POSCO International Center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658.69m2  /  Built area  3,154.55m2  /  Gross floor area  16,763m2  
Floors  BF, 5F /  Design  2007   /  Construction  2007  /  Client  POSTECH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세계적인 명문 대학과의 협력, 경쟁을 
통해 신지식/신기술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학술회의, 숙박 
및 관련 시설을 ONE-STOP으로 Service 할 수 있는 다목적, 다기능 
장소이다.

In the era of 21st-century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it is designed to enable global academic conferences, 
accommodations, and relevant facilities to serve as a one-stop 
multifunctional area, with the purpose to create new knowledge 
and technology through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ith world-
class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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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6,763m2  /  Gross floor area  15,960m2  /  Floors  B1, 7F  /  Design  2012  /  Client  POSTECH

POSTECH C5 Building Ⅰ
포스텍 C5 제1융합동

포스텍 C5 제1융합동은 사회과학, 인문학, 공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 간 통섭적인 사고를 통한 혁신과 융합 
체질화를 이루어 내는 PLATFORM이다. 스케줄에 맞춰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 아닌, 시간, 공간, 인원, 
연구분야에 제약이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스튜디오를 
만들어  진행하며 서로 다른 분야라도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한다. 스튜디오 간의 충돌과 교류가 필수적이다. 이에 
단단한 교실 간 벽을 허물고 유연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벽체의 투명성, 낮은 파티션, 수직적 보이드 공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교류와 개방감을 확대하였고, 동선의 
주요 접점 구역에 휴게 및 토론 공간을 조성하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POSTECH C5 Building Ⅰ is a PLATFORM that achieves 
innovation and convergence constitution through 
conscientious thinking between various fields such 
as social science, humanities, engineering, and 
science. Instead of being in a classroom where the 
professors take classes according to their schedule, 
students create their own studios without restrictions 
on time, space, number of people, or research fields, 
repeating that they gather and disperse in different 
fields. Conflicts and exchanges between studios 
are essential. To this end, the rigid walls between 
classrooms were torn down and an infrastructure for 
flexible thinking was established.
Transparency of walls, low partitions, and vertical void 
spaces were used to expand visual exchange and 
openness, and a resting and discussion space was 
created in the main contact area of the movement so 
that open-minded communication w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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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POSTECH Bio Open Innovation Center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671,661m2  /  Built area  2,464.1m2  /  Gross floor area  7,926.28m2

Floors  B1, 4F  /  Design  2017  /  Client  POSTECH

포스텍 산업경영공학 실험동

POSTECH IME(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Laboratories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Built area  1,357m2 
Gross floor area  3,961m2  /  Floors  B1, 3F  /  Design  2012

기존 2층건물에 1개층을 추가하여 총 3개층으로 수직 증축하였다. 층고가 
높은 기존대형실험장(H=8.3m)에 중간 슬라브를 설치하여, 2개층으로 
구분하여 연구ㆍ실험실 설치하였으며, 기존 옥상 무근철거 등 건물의 
자중을 최소화하여, 보강없이 증축 가능케함으로서 건립비를 절감하였다. 
교육연구시설임을 감안하여 장애인화장실, 장애인겸용 인화물승강기, 
주출입구 경사로 등 설치하였다.

The building was vertically extended to a total of three floors by adding 
one floor to the existing two-story building. A research laboratory was 
built by installing a middle slab in the existing large testing ground 
with a high ceiling (H=8.3 m) and dividing it into two floors. Also, by 
minimizing the weight of the building through the plain demolition 
of the existing rooftop, etc., extension work was conducted without 
reinforcement, thereby reducing construction costs. Considering that it 
is an educational research facility, restroo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levators for passengers and freight that the disabled can use as well, 
and ramps at the main entrance were installed.

포스텍 해양대학원

POSTECH Ocean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

Location  Uljin-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50,608m2  /  Design  2010  /  Client  POSTEC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ngdo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 국제교육센터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3,595.6m2  
Gross floor area  37,680m2  /  Floors  1 phase_ B1, 3F(외대국제교육센터), 
2 phase_ B1, 3F(한국어문화교육원), 3 phase_ B1, 5F(통번역센터), B1, 8F(기숙사 II)  
Design  2019  /  Clien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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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제6대학(대구)

Korea Polytechnics VI 
(Daegu Campus)

Location  Daegu,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36,694.60m2

Floors  B1, 5F  /  Design  2008  /  Client  Korea Polytechnics

Location  Daejeo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36,792.26m2

Floors  B1, 8F  /  Design  2008  /  Client  Korea Polytechnics

한국폴리텍 제4대학(대전)

Korea Polytechnics IV 
(Daejeon Campus)

한국폴리텍 제7대학(부산)

Korea Polytechnics VII 
(Busan Campus)

Location  Busa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26,801.30m2

Floors  Engineering Building_ B1, 5F, Dormitory_ 9F, A_ B1, 5F, B_ 9F
Design  2008  /  Client  Korea Polytechnics

Location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43,749.07m2  /  Floors  B1, 4F  /  Design  2008
Client  Korea Polytechnics

한국폴리텍 제7대학(창원)

Korea Polytechnics VII 
(Changwon Campus)

창원공학관 창원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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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Wonju-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21,962m2 /  Built area  5,004.91m2  /  Gross floor area  10,223.71m2  /  Floors  B1, 3F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2  /  Client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Convergence Hall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컨버전스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지 내 프로젝트실, 창업보육실, 첨단융합, 학생창업시설 
등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융합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인 컨버전스홀이다. 대학의 비전과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계획을 
모티브로 하여,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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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Uijeongb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43,554m2  /  Built area  Sola Veritas Hall_ 1,112.55m2, Sola Fide Hall_ 1,047.16m2

Gross floor area  Sola Veritas Hall_ 6,307.89m2, Sola Fide Hall_ 5,302.48m2  /  Floors  B1, 5F  /  Design  2021  /  Construction  2022  /  Client  Shinhan University

Shinhan University Sola Veritas Hall / Sola Fide Hall 
[Green Remodeling]
신한대학교 진리관, 믿음관 [그린리모델링]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진리관 및 믿음관 
그린리모델링의 주요 개념은 3가지로, 첫째, 재해석 
Reinterpretation, 둘째, 유연한 공간 Flexible 
Space, 셋째, 스마트 그린 Smart Green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나아가 건물 
내부에서는 기능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에너지 절약형 그린 
캠퍼스를 구축하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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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관

믿음관

진리관_ 1층 진리관_ 4층 믿음관_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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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지역협력관  [리모델링/증축]

Location  Ando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524,553m2  /  Gross floor area  5,215m2  /  Floors  4F  /  Design  2017 
Client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University Regional Cooperation 
Building  [Remodeling/Extension]

설계 제안공모 당선

안동대학교 지역협력관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에너지효율
개선, 구조보강, 배관교체 등 건물의 개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였고, 증축을 통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에 적합한 간호대학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교육기본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The Local Collaboration Hall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 old 
structure built more than 30 years ago, needed to establish a safe 
and improved education environment through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structural reinforcement and piping replacement, and 
with a building extension, efforts were made to expand the basic 
education facilities and establish an environment suitable to receive 
certification from th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Location  Suncheon-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Design  2008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Sunchon National University Gwangyang 
Campus

한국기술교육대학 정보관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Library

Location  Cheon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22,021.41m2  /  Built area  2,663.55m2  /  Gross floor area  9,711.01m2

Floors B1, 4F  /  Design  2006  /  Cli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Dankook University Jukjeon Campus

Location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014,582m2  
Gross floor area  51,133.55m2  /  Floors  B2, 11F  /  Design  2003
Client  Dankook University

Location  Gongju-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Built area  2,351.84m2  

Gross floor area  6,300.87m2   /  Floors  B1, 4F  /  Design  2002  /  Cli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Gongju National University Baekje Cultural 
Education Center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Korea University LG-POSCO Hall

Location  Cheon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22,021.41m2  /  Built area  2,663.55m2  /  Gross floor area  9,711.01m2

Floors B1, 4F  /  Design  2006  /  Cli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안)

Daegu Yeungjin University Grobal 
Campus Library (Proposal)

Location  Chilgok-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0,900m2  
Built area  4,320m2  /  Gross floor area  10,850m2  Floors  B1, 5F  /  Design  2012
Client  Yeungjin College



Educationㆍ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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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와 혁신의 요람을 구축하고 송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송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다. 친환경 
녹색학교, 안전한 학교를 기반으로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BIM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건축을 
추구하고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자연채광, 차양설계, 옥상 및 벽면녹화, 
고효율 단열 등 총 170여 가지의 친환경 요소기술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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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3rd Floor Plan 4th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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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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09.8m2  /  Floors  B1, 5F  /  Design  2010
Client  Inch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인천체육고등학교는 훈련동, 교사동, 기숙사, 수영장 등 여러개 동으로 구성된 
학교가 분산되어 보이지 않고 통일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선택이 
중요했다. 각 건물의 외벽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동일한 건물 내에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관을 결정했다.

In the case of Incheon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material 
selection was critical for the school, which consists of multiple 
buildings including a training hall, teacher’s building, dormitory and 
swimming pool, to have uniformity and cohesiveness. The same 
exterior materials and colors were used on all sides of each building to 
form a uniform or at least harmonious look. If different materials were 
used on the same building, harmony among different materials was 
considered when the exterior was established.

주요 마감계획

점토벽돌치장쌓기 금속판넬마감
금속판넬마감

점토벽돌치장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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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Pohang Jecheol Technical High School 
Multi-purpose Auditorium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Built area  1,684m2 
Gross floor area  4,425m2  /  Floors  3F  /  Design  2012

계원예술고등학교 모던아트센터

Kaywon Arts High School Modern Art Center

Location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6,988.9m2 
Gross floor area  27,472.2m2  /  Floors  B1, 1F  /  Design  2015  /  Construction  2016

부산과학고등학교

Busan Science High School

Location  Bu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9,688m2  /  Built area  5,935.4m2  
Gross floor area  22,827.14m2  /  Floors  B1, 4F  /  Design  2009  /  Client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용인 상하중학교

Yongin Sangha Middle School

Location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3,534.3m2

Built area  2,689.7m2  /  Gross floor area  8,918.9m2  /  Floors B1, 4F  /  Design  2009  
Client  Yongin Office of Education

포항제철초등학교 창의융합센터

Pohang Jecheol Elementary School 
Creative Convergence Center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31,663m2  /  Built area  6,463m2  /  Gross floor area  12,797.6m2  
Floors  B1, 3F  /  Design  2017  /  Construction  2018

포항 외국인학교(안)

Pohang Foreign School (Proposal)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Built area  5,281m2  
Gross floor area  11,054.1m2  /  Floors  B1, 4F /  Desig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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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Dongchon Kindergarten
포스코 동촌어린이집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79,899.00m2  /  Built area  1,430.32m2  /  Gross floor area  2,549.21m2  /  Floors  2F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1

2020            더(THE) 자람 보육공모전 고용노동부 장관상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계하여 포항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였다. 상생형 어린이집은 포스코, 그룹사, 협력사가 공동 
이용하며, 협력사 직원에 대해서는 건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무상 지원한다. 

A daycare center was designed to realize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Corporate Citizenship: Building a Better Future Together” for 
coexistence. It helps the employees in Pohang to balance work and 
family and contributes to resolving the problem of a low birthrate. 
POSCO, its group companies, and partner companies can jointly use the 
daycare center for coexistence, and employees of partner companies 
can use ㅁit without cost in line with the purpose of construction.

공간·환경디자인 분야 대상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297.4m2 /  Built area  1,830.58m2  /  Gross floor area  2,513.34m2  /  Floors  2F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0

POSCO Geumdang Kindergarten
포스코 금당어린이집

집의 형상을 본 뜬 오두막 놀이집은 
직관적인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제공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양한 요소들을 통한 대근육 놀이로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준다.

The cabin playhouse, designed to 
resemble a common house, offers 
psychological stability to children, 
and helps children develop muscles 
with various play facilities and stairs 
that have different levels.

아이들의 언제나 물가에 머물듯 
놀이터와 연결된 호수 광장에서의 
식사 공간이나 한결 시원해질 수 
있도록 실외놀이터가 보이는 공간에 
모션스캔을 이용한 디지털놀이터를 
조성한다.

The playground where children can 
play near the water and lakeside 
park with a dining space are key 
elements along with a digital 
playground using motion scans in a 
space where the outdoor playground 
can be seen at a glance.

‧ 자연의 흐름 속에 담긴 놀이집 _ 집같은 안전한 놀이터 

‧ 또하나의 물가 _ 넓은 광장과 연결된 모션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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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Pyeongchang-gun, Gangwon-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45,297m2  /  Built area  45,817.43m2  /  Gross floor area  51,461.42m2  /  Floors  3F 
Design  2021  /  Client  National Libra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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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izontal Layered Archive
평창동계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는 현재 활력을 잃은 채 방치되어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전 건물인 국제방송센터(IBC)를 활용하여 국가 문헌을 영구 
보존하고자 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문헌의 보존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정보 매체 
다변화에 대응하는 매체별 보존환경 조성 및 첨단 복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문헌보존관은 보존 기능을 넘어 자연과 문화를 끌어들이고, 과거의 장소성을 
회복하는 국가적 차원의 문화시설로서 도약해야 한다. 
올림픽이라는 역사적인 기억을 담고 있는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대를 연결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장방형의 Horizontal 
Layered Band를 제안한다.

Horizontal Layered Archive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 
(IBC) has lost its former glory and is currently neglected. This project aims 
to use the 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 (IBC) building to permanently 
store national documents. 

By not only securing a stable, long-term national document storage 
space, but also establishing an environment capable of storing various 
information media and an advanced restoration system, the National 
Document Archive will go beyond the role of storing national documents 
and embrace nature and culture, while undertaking the role as a national-
level cultural facility contributing to the recovery of the location’s past 
sense of place. The project proposes a horizontal layered band that 
preserves the existing structure, which embodies the historical memories 
of the Winter Olympics, connects different eras with minimum disturbance 
and achieves sustainable growth. 

Creativ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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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립도서관(안)

Ulsan Library (Proposal) Location  Ulsan, Republic of Korea  /  Built area  31,125m2 /  Gross floor area  14,880m2

Floors  B1, 3F  /  Design  2014  /  Construction  2017  /  Client  Ulsan Metropolitan City 
Comprehensive Construction Headquarters

Location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490m2  
Built area  1,296m2  /  Gross floor area  4,964m2  /  Floors  B2, 3F
Design  2006  Client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용인 죽전도서관

Yongin Jukjeon Library

안산 중앙도서관

Ansan Joongang Library

Location  An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975m2  
Built area  1,488.49m2  /  Gross floor area  5,478.22m2  /  Floors B1, 3F
Design  2003  /  Client  Ansan City

경기도 건축문화상 입선

고잔동 신도시 지역에 21세기 지식 정보시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및 기능을 배치 
하였다. 커뮤니티시설로서의 역할과 지역주민 독서진흥의 활성화 및 
첨단 디지털 자료를 비치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여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한다.

In the Gojan-dong new city area, a central library was built to 
meet the era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the 21st century, 
and spaces and functions for local residents were arranged. By 
undertaking the role of a community facility and offering digital 
materials to promote reading among the local residents, the 
library makes contributions to cultural development and life-long 
education.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Yongin Neutinamu Library Location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826.40m2  
Floors  B1, 2F /  Design  2006 /  Client  Neutinamu Librar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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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Global R&D Center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

Location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82,536m2 /  Gross floor area  98,221m2  /  Floors  B1, 16F  /  Design  2008  /  Construc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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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 large cutting-edge research complex that uses 
the BIM system. Experts for process management 
were deployed throughout the entire business stage, 
and the construction period was shortened by 
simultaneously performing design and construction 
(applying Fast Track).

인천 영종지구 및 청라지구와 함께 송도지구는 아시아의 
경제 중심 지구로 발전될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삼각지역 중 하나로 첨단 R&D 기능의 집적으로 글로벌 
포스코의 기업 위상 정립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국제적 연구개발단지의 위상을 높이는 
건축 디자인과 철강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강종 ‧ 
신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쾌적한 연구환경 및 지속가능한 
단지를 위한 친환경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포스코 글로벌 R&D센터는 BIM 시스템을 이용한 대규모 
최첨단 연구복합단지로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공정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였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Fast Track 적용)으로 공기를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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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ion Accelerator Headquarter Building
중이온가속기 본부동

Location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52,066m2 /  Built area  76,246.25m2  /  Gross floor area  116,297.93m2  /  Floors  B2, 3F
Design  2017  /  Construction  2021  /  Client  IBS

계획대지는 약 1.4km X 1km의 북고남저형의 지형이며, 중앙에 임상보호관리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길이 540m의 
가속기동은 지진을 고려하여 암반 위 지형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였고, 산사태, 침수, 산불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 절성토량 최소화, 
시설 보안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자리에 위치한다. 그 외 가속기지원시설은 유틸리티 라인을 최소화하고 가속기동에 미치는 진동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하였다. 연구지원시설은 가속기동 인근에 집중배치하였고, 각 시설별로 추후 확장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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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지원시설은 사용자의 이용 특성과 외부 방문객을 고려하여 대지의 주출입구 인근에 분산 배치하면서, 시설의 보안문제를 고려하였다. 특히 
본부동의 경우 외부 방문객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입자 충돌 후 찰나의 순간에 뻗어 나가는 다이나믹한 선형을 패턴화하여 입면에 
반영함으로써 중이온가속기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였다.

The business support facilities were distributed near the main gate of the site for the security of the facilities, considering the usage 
characteristics of users and external visitors. In particular, the headquarters building, which visitors first encounter, expresses the 
identity of Heavy-ion Accelerator Headquarter Building by patterning the dynamic linearity that stretches out in an instant after particle 
collision and reflecting it in the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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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Jeongeup-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6,257.7m2 /  Gross floor area  10,985.52m2  /  Floors  6F  /  Design  2020
Client  KESCO(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KESCO Training Institute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건립공사

전기안전교육원은 확장되는 지역의 흐름과 내장산의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건축물 자체의 디자인이 강조되기보다는 자연 
속 배경으로서 전체 경관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첨단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영역에 교육/실습동이 
배치되고, 전지천의 흐름을 끌어들이고, 내장산 자연지형에 
순응하고자 하였으며 보행가로 전면부에 자연지형의 단차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열린 공유 마당을 제안한다. 지역과 자연 
연결의 구심점이 되며 전문기술인의 교류의 장소, 자연과 상생의 
장소로 발전하게 된다. 다양한 방문객이 소통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형태를 체험 할 수 있는 학습자 성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공간을 제안한다.

KESCO Training Institute was designed to harmonize with 
the overall landscape as a background in nature rather than 
emphasize the design of the building itself by analyzing the 
flow of the expanded area and the topographical features 
of Naejangsan Mountain. An education/practice building is 
arranged in the area with excellent access to the high-tech 
industrial complex. We tried to follow the flow of Jeonjicheon 
Stream and conform to the natural topography of Naejangsan 
Mountain. In addition, we proposed to create a shared yard 
open to the local community in front of the sidewalk by using 
the level difference of the natural topography. The center 
is a hub that connects the local area and nature, and will 
develop into a place for exchanges between professional 
engineers and for coexistence with nature. We proposed a 
new educational paradigm space where various visitors can 
communicate and experience future-oriented education, 
focusing on the growth of learners.

지방행정연수원청사는 5급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기관이며 국가균형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계획 중이다. 
전북혁신도시의 12개 이전공공기관 중 부도심 유일의 청사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전북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The building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is an education center for local public officials of grade 5 
or higher. As part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t 
is planned to relocate to Jeonbuk Innovation City in 2013. Among 
12 public institutions moving to Jeonbuk Innovation City, it is the 
only government building in the sub-central area. It is designed as 
a landmark of Jeonbuk Innovation City where city and nature are 
harmonized.

Location  Wanju Gun,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47,106m2  Floors  Lecture Room_ B1F, 5F, Dorm_ 6F
Design  2011  /  Client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Service

지방행정연수원 청사(안)

LOGODI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Building (Proposal)

융합기술생산센터

Convergence Technology Research 
Commercialization Center

Location  Daej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33,993.6m2

Built area  5,677.95m2  /  Gross floor area  23,039.11m2  /  Floors  B1, 7F 
Design  2009 /  Client  ETRI (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융합기술 기능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지원하도록 적정규모와 시설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개방형 기술혁신 
공간지원(Open Inno-Space),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생산, 서비스 
지원 환경의 구축(Open R&D Test  bed)하였고, 친환경, 이용자 중심 
건물 구축을 통한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기타 금융기관, 서비스 
기관 등의 복합 기능을 가진 연구 생산집적시설 계획하였다.

We created an Open Inno-Space for convergence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by providing an appropriate scale and facility space 
to support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convergence technology 
functions. In addition, we established an Open R&D test bed to suppor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earch, production, and service. We 
also planned a research and production accumulation center that has 
complex functions such as a variety of infrastructure, convenience 
facilit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service institutions, with the 
construction of an eco-friendly, user-centered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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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녹색기술연구동

KIGAM Green Technology Research 
Center

Location  Daej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47,134m2 /  Built area  774m2 
Gross floor area  9,019m2  /  Floors  B1, 4F  /  Design  2012  /  Client  KIGAM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불연속된 지층단면을 형상화한 외관 디자인으로 석재 외장 마감재 사용하여 
지질자원 연구기관의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건물 형태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커튼월 입면의 중정 배치와 중정과 연결되는 시설 전면의 쾌적한 
외부공간 구성으로 연구 환경의 질을 향상시켰다. 더하여 EHP(전기 히트
펌프)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열원설비
계획으로 에너지 절약적이고 효율적인 기계설비성능 구현해 에너지 절약 
계획에서 우수 82.8점을 획득하였다.

The exterior design embodies the cross section of discontinuous strata, 
and the stone exterior finishing materials were used to express the image 
of a geological resource research institute.  The quality of the research 
environment has been improved by arranging the courtyard of the curtain 
wall elevation naturally created by the building form and organizing a 
pleasant outdoor space in front of the facility connected to the courtyard. 
In addition, by planning heat source equipment that uses a combination 
of a electric heat pump (EHP) and geothermal system, which is new and 
renewable energy, energy-saving and efficient mechanical equipment 
performances were realized and an excellent 82.8 points were obtained 
in the energy saving plan.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안)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80,000m2  
Built area  20,211.4m2  /  Gross floor area  41,905m2  /  Floors  B1, 4F
Design  2013  /  Construction  2014 

Environmental Industry Research Center 
(Proposal)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초정밀동위원소 분석연구동 

KBSI Ochang Headquarters Isotope 
Geochemistry Research Building

Location  Cheo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26,052m2  
Built area  2,481.7m2 /  Gross floor area  5,285.3m2  /  Floors  B1, 2F  /  Design  2007  
Client  KBSI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동국제강 기술연구소

Dongkuk Steel R&D Center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3,600m2  
Built area  7,496.5m2  /  Gross floor area  12,903.1m2  /  Floors  B1, 3F  /  Design  2007  
Client  Dongkuk Steel Mill Co.

2004 포항시 건축문화상 최우수상

동물약품 허브센터

Veterinary Medicine Herb Center

Location  Yesan-gun,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6,554.6m2  /  Gross floor area  9,756m2  /  Floors  4F  /  Design  2015
Client  Chungnam Techno Park

베트남 하노이 비쳄 R&D센터

Vietnam Hanoi VICEM R&D Center

Location  Hanoi, Vietnam  /  Gross floor area  152,138m2  /  Floors  B2, 3-21F  
Design  2010  /  Client  VICEM (Vietnam Cement Industr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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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테크노파크

Chungbuk Technopark

Location  Cheo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5,117m2  
Built area  2,602.3m2  /  Gross floor area  7,072.5m2  /  Floors  B1, 3F /  Design  2006
Client  Chungbuk Technopark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세계적인 명문 대학과의 협력, 경쟁을 통해 
신지식 ‧ 신기술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학술회의, 숙박 및 관련 
시설을 ONE-STOP으로 Service 할 수 있는 다목적, 다기능 장소이다.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Built area  36,420m2  
Gross floor area  37,218m2  /  Floors  2F  /  Design  2012  /  Client  Gangwon-do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Construction of PAL-XFEL at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포스코건설 기술연구소

POSCO E&C R&D Center

Location  Hwa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49,992m2

Gross floor area  15,507m2  /  Floors  B1, 3F  /  Design  1996

포스코건설 충주R&D센터

POSCO E&C R&D Center Chungju

Locati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87,481m2 
Built area  1,541m2  /  Gross floor area  1,957m2  /  Floors  2F  /  Design  2014
Construction  2014

포항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

Pohang POSCO Family Training Center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382m2  
Built area  1,735.2m2  /  Gross floor area  4,934.3m2  /   Floors B1, 4F  /  Design  2012

포스코 글로벌 안전센터

POSCO Global Safety Center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107m2  
Built area  1,842.6m2  /  Gross floor area  4,229.6m2  /  Floors  4F /  Design  2011  
Construction  2011

고흥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

Goheung POSCO Family Training Center

Location  Goheung-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382m2  
Built area  1,735m2  /  Gross floor area  4,934m2  /  Floors  B1, 3F  /  Design  2011  
Construction  2012

Location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0,206.5m2  
Built area  1,441.3m2  /  Gross floor area  7,422.89m2  /  Floors  B2, 3F
Design  1998  /  Client  Songpa-gu

송파 청소년수련관

Songpa Youth Training Center



Healthcare

Healthcare
의료시설

치유의 개념을 품은,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고 도시적 맥락과 주변환경에 순응하는 의료 복지 시설은 공공에게 
열리면서도 특화된 의료기술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A&C는 치유환경을 위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계획하고, 최적의 헬스케어 시설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that become one with the concept of healing and adapt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re evolving into complex spaces that are open to the public and combine specialized medical 
technologies. POSCO A&C develops plans pleasant and comfortable spaces for treatment, and continues 
to make an effort to embody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health care facilities.

국립재활원 나래관 (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Narae Hall (Rehabilitation Training Facility For the Disabled)

안산 상록수보건소
Ansan Sangnoksu Health Center

포항 어울림플랫폼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안)
Pohang Buk-gu Public Health Center & Trauma Center (Proposal)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
Suwon Bohan Rehabilitation Health Center

여주 노인병원
Yeoju Geriatric Hospital

김해 장애인종합복지관
Gimhae Rehabilitation Center

Suwon Bohan Rehabilitation Health Center

국립재활원 나래관(장애인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Narae Hall
(Rehabilitation Training Facility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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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이용 비율이 높은 만큼 계획부터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동시에 유일한 국립 재활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최상의 시설(다목적 체육관, 재활 체력 훈련시설, 
일상생활훈련시설, 장애예방체험시설, 장애인 운전전문교육장 등)을 
갖추어 여타 지방, 민간 재활시설의 우수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안산 상록수보건소

Ansan Sangnoksu Health Center Location  An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2,722m2

Built area  2,308.56m2  /  Gross floor area  5,915.59m2  /  Floors  B1, 3F
Design  2005  /  Client  Ansan City

Considering the high rate of use by the disabled, th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prioritized convenience of use by disabled 
people from the design phase. At the same time, as the only 
national rehabilitation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it has the best facilities (multipurpose gymnasium, 
rehabilitation and physical training facility, daily life training facility, 
disability prevention experience facility, driving educ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etc.). Therefore, it will be an excellent example 
for other local and private rehabilitation facilities.



Healthcare

포항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안)

POHANG Buk-gu Public Health Center 
& TRAUMA Center (Proposal)

Location  Buk-gu, Pohang,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469m2  /  Built area  2,228.2m2  /  Gross floor area  13,885.76m2  /  Floors  B2, 6F  /  Design  2021
Client  Pohang-si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듬는 정자나무, THERAPY TREE
나무는 예전부터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는 
마을 주민들의 담소의 장소이자, 휴식의 장소이다. 사람들은 나무가 울창한 
숲에서 평안과 안정을 통하여 치유를 받는다. 나무는 마을의 사랑방이었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치유의 장소로 여겨져 왔다. 포항에 굳건하게 
뿌리내린 '테라피 트리'는 상처받은 지역민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것이다. 

THERAPY TREE, a shade tree that protects the village and embraces 
people
Trees have always given us stability and comfort. The shade tree at the 
entrance of a village is a place for the villagers to chat and relax. In the 
dense forest, people are healed with peace and stability. The tree has 
been considered the guardian deity of the village and a place of healing, 
acting as a Sarangbang. “Therapy Tree,” firmly rooted in Pohang, will 
warmly embrace the locals who are hurt. 

상처받은 포항은 Therapy Tree를 만나 
위로받는다.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정자나무의 
따뜻함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숲의 안정감, 오랜 
세월을 견뎌낸 나무의 단단함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 북구보건소는 포항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포근한 외부공간을 느낄 수 있는 숲 같은 
공간으로서 치유와 휴식의 중심이 될 것이다.

Wounded Pohang meets Therapy Tree and 
is comforted. We can rest with the warmth 
of the shade tree that embraces people, 
the stability in the forest that puts people 
at ease, and the hardness of the tree that 
has endured for many years. The Buk-gu 
Public Health Center is open to all Pohang 
citizens and will become a center of healing 
and relaxation as a forest-like space where 
people can feel the warmth of the outside.

Zon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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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

Suwon Bohan Rehabilitation Health Center

Location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6,655m2 /  Built area  3801.25m2  /  Gross floor area  15,190m2  /  Floors  B1, 4F
Design  2009  /  Client  Public Procurement Service

김해 장애인종합복지관

Gimhae Rehabilitation Center

Location  Gimhae-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4,882.9m2  /  Built area  1,909.7m2  /  Gross floor area  2,811.5m2  
Floors  B1, 3F  /  Design  2004  /  Construction  2006  /  Client  Gimhae City

여주 노인병원

Yeoju Geriatric Hospital Location  Yeo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2,127m2

Gross floor area  3,687m2  /  Floors  B1, 2F  /  Design  2001
Client  Gyeonggi Province

2006 제7회 김해건축대상제 대상

김해 장애인복지관은 그동안 장애인 시설이 갖고 있었던 insititute의 
개념을 탈피하여 누구나 시각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관이나 
조그마한 공연장이 가지는 매력을 이 건물 형태와 외관에 반영하였다.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한 공원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다름없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였고, 주변의 지형과 내외부의 다양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램프 및 중앙마당 공간을 조성하였다.

Gimhae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was designed by 
breaking away from previous concepts of an institute with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shape and exterior of the building reflect the 
charm of an exhibition hall or small concert hall so that everyone 
can feel the visual attraction.  The park in the rehabilitation center 
is open to the public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Ramps that 
connect the surrounding terrain with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disabled and the central courtyard 
were also created. 



발행처

주소

TEL

FAX

홈페이지

발간인

기획

제작

포스코A&C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 송도 24층

02-2018-7700

02-2018-7799

www.poscoanc.com

김동근

김태완, 이수하, 김효정

이수연, 김소연, 김경민

에뜰리에(E'telier)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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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설
치유의 개념을 품은,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고 도시적 맥락과 주변환경에 순응하는 의료 복지 시설은 공공에게 열리면서도 특화된 의료기술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A&C는 치유환경을 위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계획하고, 최적의 헬스케어 시설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 연구
포스코A&C는 포스코, 포스코 ICT, RIST, 포스코 청암재단, 포스텍 등 포스코 그룹 내 주요 IT산업시설에 대한 전문 설계자로서 첨단기술 대한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Global top수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교육연구시설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학 
캠퍼스부터 어린이집까지, 클린룸 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Total Engineering Solution)을 제공합니다.

www.poscoa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