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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의 도전, 100년의 새 꿈

History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짓다.

견고한 초석을 다지다
With Belief

도약을 꿈꾸다
With Achievement 

더불어 함께 발전하다
With Sustainable society

1995 - 2002 2003 - 20081970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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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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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업 등록
Registered Plant Engineering Servi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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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포스코에서 전액 출자
100% Investment of POSCO

1991
포스코센터 설계
Design of POSCO Center

1994 
베트남 IBC 다이아몬드플라자 설계
Design of Vietnam IBC Diamond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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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Registered Safety Inspection-Specialized Agency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
Reported Engineering Activity Agent

1996
상해 포스플라자 설계
Design of Shanghai POS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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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감리 전문회사 등록
Registered General Supervision Company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
Registered Firefighting Construction Supervision

건축사 업무 신고
Reported Architec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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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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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윤리경영 선언
Declared Ethical Code of Conduct

2004 
전문설계업 등록
Registered Professional Design Service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Registered Urban Redevelopment Consul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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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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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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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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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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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POSCO A&C
미래를 선도하다혁신을 이루다

With Innovation

2009 - 2014 2015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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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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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준공
Completed Gwangju Summer Universiade 
Swimming St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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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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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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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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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포스코센터 준공
Completed Beijing POSCO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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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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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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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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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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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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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 미디어레지던스 호텔 준공
Completed Pyeongchang Media Residenc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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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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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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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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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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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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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리모델링건축대전 입선
Won prize in 2020 Korea Remodeling Architectur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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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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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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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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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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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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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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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문수야구장 설계
Design of Ulsan Munsu Baseball St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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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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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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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Society

사회공동체

People

포스코그룹 임직원
개인(지역사회 · 주변이웃)

Biz 파트너
(협력사 · 고객사 · 공급사)

기업시민 포스코   POSCO Corporat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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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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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시민이란?   Corporat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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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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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 Philosophy

SMART A&C,  강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Platform

POSCO A&C VISION 2025

전략 방향   
Strategy Direction      

미래 성장사업 강화 사업방식과 기술의 고도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 친환경 · 고부가사업 역량 집중
· 수행사업의 융합과 시너지 확대

· 기술과 업무방식의 디지털 전환
· 사업별 특화 선도기술 개발

· ESG 기반 공생가치 창출
· 안전하고 행복한 회사 구현

·    Digitalizing technologies and 
ways of working

·    Developing leading technology 
specialized for each business

·    Creating symbiotic value based 
on ESG

·    Realizing a safe and happ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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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bining performed businesses 
and Expanding synergy

핵심 가치   
Core Value   인간, 환경 중심의 진취적 

사고로 문제 해결
전문성 기반의 미래기술 
접목으로 끊임없이 진화

공감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으로 시너지 창출

현장중심의 안전활동과
선진적 안전체계 구축

창의  Creativity 기술  Technology

협력  Cooperation 안전  Safety

Solving problems through 
progressive thinking centered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Creating synergies through 
a sense of community with 
empathy and consideration

Continuously evolving 
by incorporating future 
technologies based on 
expertise

Establishing site-oriented 
safety activities and 
advanced safety systems

포스코센터
1995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1996  · 서울특별시 건축상 금상

           · POSCO 강구조 작품상 특별상

베트남 호치민 다이아몬드 플라자
1995  Vietnam Golden Quality Medal 

           (베트남 IBC 대표수상)

중국 상해 포스플라자
2000  상해시 포동개발 10주년 기념 

            우수건축 금상

울산 월드컵경기장
2001  · 아름다운 건축물상 금상

            ·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입선 

서울대학교 스포츠 컴플렉스
2001  · 서울특별시 건축상 은상

            ·  한국건축문화대상본상 준공건축물부문 

입선

            ·  POSCO 강구조 작품상 특별상

전주 월드컵경기장
2002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

안산 중앙도서관
2002  경기도건축문화상 입선

경기도립 여주노인전문병원
2003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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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서울사랑시민상 건축부문 장려상

            · POSCO 강구조 작품상 은상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
2004  ·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 미국건축가협회(AIA) 대상

            · 일본디자인협회 동상

동국제강 기술연구소
2004  포항시 건축문화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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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RDS



스포츠시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청라 블루노바홀

울산 문수야구장 

오산 스포츠센터

서산 실내수영장

여수 진남 주경기장 
리모델링

김해 종합운동장

CCCA

포항 야구장

김천 실내수영경기장

강릉 아아스하키 
제1경기장(안)

거창 스포츠파크

울산 문수체육관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안) 

포스코 포항 한마당체육관

서울대학교 스포츠 컴플렉스

원주 아이스하키 경기장(안)

양양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전주 월드컵경기장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안) 

포스코 광양 어울림체육관

진주 종합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

부산경남 경마장

하남 종합운동장

울산 월드컵경기장

창원 야구장(안)

횡성 문화체육공원

진주 종합운동장(안)

인제 체육문화센터

진천 국가대표 훈련원(안)

울산 종합운동장 울산 실내수영경기장 고양 실내체육관 및 
수영경기장(안)

청주대학교 실내체육관(안) 대전 실내수영경기장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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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정선 짚와이어 타워

포항 뱃머리 문화콘텐츠센터

시흥 능곡 복합커뮤니티 
센터(안)

안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국립 대구박물관 

독일 Hanover Expo 
2000한국관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리지

2012 여수 엑스포 포스코관

포천 반월아트홀창원 컨벤션센터

일산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세네갈 고레기념관(안)

PARK1538 포스코 광양 
홍보관

광양 커뮤니티센터 경상북도 학생종합문화회관

포항 제일교회

기쁨의 교회

누리마루 APEC 
정상회의장(안)

금속캔 홍보전시관

성주 창의문화교류센터

제주 해녀박물관

대전 엑스포 소재관

진주대첩 기념광장(안) 서귀포 문예회관

구로구 고척동 체육시설 
부지(운동장) 타당성

광양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울산 문수 롤러스케이트장 & 
빙상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천안 오룡축구전용구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남이섬 짚와이어 타워



Sports

포스코A&C의 세련된 기술과 구조적 해법을 보여주는 High-Tech기술은 역동성을 가진 스포츠시설에서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자랑합니다.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실/내외 경기장부터 생활체육시설 및 레저시설까지 포스코A&C가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스포츠시설을 디자인합니다.

The elaborate technology and structural solutions of POSCO A&C create high-level technology that establishes an unrivaled portfolio in the dynamic 
sports facility field. From swimming pools to football fields, baseball fields, indoor/outdoor facilities, and lifetime sports facilities, POSCO A&C designs 
improved, differentiated sports facilities with its expert know-how.

Sports
스포츠 시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Gwangju Summer Universiade Swimming Stadium

김해 종합운동장
Gimhae Main Stadium

울산 문수체육관
Ulsan Munsu Gymnasium

전주 월드컵경기장
Jeonju World Cup Stadium

울산 월드컵경기장
Ulsan World Cup Stadium

청라 블루노바홀
Cheongna Blue Nova Hall

CCCA
Cheongna Cultural Center Aquatics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안)
“The Child & Youth Arts Education Center” in the North east Region and 
“Gangbuk-gu Comprehensive Sports Center” (Proposal)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안)
International Invited Design Competition for Remodeling of the Main 
Stadium in the Jamsil Sports Complex (Proposal)

창원 야구장(안)
Changwon Baseball Stadium (Proposal)

울산 문수야구장 
Ulsan Munsu Baseball Stadium 

포항 야구장
Pohang Baseball Stadium

포스코 포항 한마당체육관
Posco Pohang hanmadang Gymnasium

포스코 광양 어울림체육관
Posco Kwangyang Eoullim Gymnasium

횡성 문화체육공원
Hoengseong Culture & Sports Park

오산 스포츠센터
Osan Sports Center

김천 실내수영경기장
Gimcheon Swimming Pool

서울대학교 스포츠 컴플렉스
Seoul National University Sports Complex

진주 종합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
Jinju Gymnasium & Swimming Pool

진주 종합운동장(안)
Jinju Sports Complex (Proposal)

울산 종합운동장
Ulsan Sports Complex

울산 실내수영경기장
Ulsan Swimming Pool 

고양 실내체육관 및 수영경기장(안)
Goyang Gym & Swimming Pool (Proposal)

청주대학교 실내체육관(안)
Multipurpose Sports and Culture 
Complex (Proposal)

대전 용운 국제수영장
Daejeon Yongun International Swimming Pool

서산 실내수영장
Seosan Swimming Pool

강릉 아아스하키 제1경기장(안)
Gangneung Ice Hockey Ⅰ Venue (Proposal)

Gwangju Summer Universiade Swimming Stadium

원주 아이스하키 경기장(안)
Wonju Ice Hockey Venue (Proposal)

부산경남 경마장
Busan Kyongnam Racetrack

인제 체육문화센터
Inje Sports Center

여수 진남 주경기장 리모델링
Main Stadium Renovation in Yeosu Jinnam 
Sports Complex

거창 스포츠파크
Geochang Sports Park

양양 종합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Yangyang Sports Town Feasibility Study

하남 종합운동장
Hanam Sports Complex

진천 국가대표 훈련원(안)
Jincheon Korea National Players Training 
Center (Proposal)

구로 고척운동장 타당성 조사
Guro Gocheok Stadium Feasibility Study

광양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Kwangyang Football Center Master Plan 

울산 문수 롤러스케이트장 & 빙상장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Ulsan Munsu Inline/Roller-Skating Rink & Ice 
Rink Feasibility Study

천안 오룡축구전용구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Cheonan Oryong Football Stadium Feasibility 
Study & Schemetic Design

남이섬 짚와이어 타워
Nami Island Zip-wire Tower & Facillities

정선 짚와이어 타워
Jeongseon Zip-wire Tower & Facillities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브리지
Lotte World Tower Sky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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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Location  Gwangju,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65,658m2 /  Built area  28,992.02m2  /  Gross floor area  88,506.49m2  /  Floors  B1, 3F  /  Design  2013
Construction  2015  /  Client  Gwangju-si

Gwangju Summer Universiade Swimming Stadium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수영경기장

2015년 세계인의 가슴속에 떠오를 무등산의 미래를 닮은 ‘최첨단 광주 국제 수영경기장’이 축제를 맞이하는 광주의 문화적, 사회적 
응집력을 물방울의 형상으로부터 담아내었습니다. 이 무대를 통해 도전하는 스포츠 정신이 광주의 평화·문화·자연의 맥박 속에서 
하나로 만나 뜨거운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Resembling the future Mudeungsan that emerges in the hearts of global citizens in 2015, the ‘Advanced Gwangju 
International Swimming Stadium’ embodies the cultural and social cohesion of Gwangju in a droplet of water to welcome 
the festival. The spirit of sports, challenge, will melt into a passionate community in harmony with strong pulses of peace, 
culture, and nature of Gwangju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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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종합운동장

Location  Gimhae,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07,852m2  /  Built area  26,435m2  /  Gross floor area  68,370m2  /  Floors  B3, 3F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4  /  Client  Gimhae-si

Gimhae Main Stadium

104회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릴 김해 종합운동장은 ‘협소한 대지 여건, 약 
30m의 레벨 차, 기존 경기장과의 연계, 최저가 입찰방식의 턴키’라는 제한조건을 풀어내야 
했다. 김해를 상징하는 ‘쌍어’의 선형 모티브로 하여 해오름공원 언덕 위에 역동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김해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고,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에코 플랫폼으로서의 복합문화공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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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문수체육관

Ulsan Munsu Gymnasium

Location  Ul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12,310m2 /  Built area  8,223.5m2  /  Gross floor area  18,349.8m2  /  Floors  B1, 3F
Design  2018  /  Construction  2021  /  Client  Ulsan-si

울산 문수체육관은 주변의 월드컵경기장, 실내수영장, 야구장 등 전문 
체육시설과 함께 울산 생활체육문화의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되었다. 
울산시민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위해 주변 도시 맥락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광장을 형성하고, 경기 및 각종 
이벤트에 최적화된 볼륨과 울산의 인문 ․ 역사적 요소를 모티브로 한 건축형태를 
도입하였다. 울산체육공원에 새롭게 건립되는 실내종합체육관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구심점이자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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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월드컵경기장

2002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

Location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80,326m2  /  Built area  52,249.08m2  /  Gross floor area  90,667m2  /  Floors  B1, 6F
Design  1999  /  Construction  2001  /  Client  Jeonju-si

Jeonju World Cup Stadium

합죽선을 형상화한 지붕, 솟대를 상징하는 기둥, 가야금의 12현을 
상징하는 케이블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축물로 한국의 전통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관중들이 하천 위의 다리를 건너 입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2,477석의 좌석 규모로 최대 5만 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 서울, 수원, 울산 다음으로 큰 축구 전용구장이다.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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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Ul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12,310m2  /  Built area  70,016.79m2  /  Gross floor area  305,866m2  /  Floors  B2, 3F  /  Design  1998
Construction  2001  /  Client  Ulsan-si

울산 월드컵경기장

2001 아름다운 건축물상 금상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입선

Ulsan World Cup Stadium

월드컵축구장을 중심으로 한 7개 방사선 도로는 축구장으로부터 가장 효율적인 진입 ‧ 진출 
가능하며, 전용 경기장 외관은 울산의 시조인 학의 이미지와 공업도시인 울산의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공업생산방식을 극대화한 조립 및 시스템 공법 채택은 국내 제일의 산업 ‧ 공업도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인장 케이블을 이용한 지붕구조와 100% PC 바닥판을 사용한 
구조적 조형미가 뛰어난 경기장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이며, 4면 관중석 전체의 87%를 
덮는 지붕은 반구대 암각화에서 표현된 고래 뼈대를 추상화한 철골 트러스와 신라 금관을 형상화한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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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0,000m2   /  Built area  1,873.45m2  /  Gross floor area  4,153.96m2 /  Floors  B1, 2F  /  Design  2017
Construction  2021  /  Client  Incheon-si 

Cheongna Blue Nova Hall

청라신도시의 중심인 청라호수공원 내에 위치한 블루노바홀은 청라를 
상징하는 보석을 형태 및 재료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공연장과는 
다르게 서로 다른 높이 조절이 가능한 가변무대와 수납식 좌석으로 
기존의 공연무대 외에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서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일부 공연대관을 위한 공연장이 아닌, 청라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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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A 

Location  Seo-gu, Inch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0,000m2   /  Built area  11,588m2  /  Gross floor area  2,977m2 /  Floors  B1, 2F  /  Design  2013
Construction  2015  /  Client  Incheon-si 

Cheongna Cultural Center Aquatics

청라지구의 도시 디자인 콘셉트인 “세계의 푸른 보석”을 
담아내고자 수평적 공원 위에 놓인 건물의 매스를 보석으로 
이미지화하여 경관적 게이트로 계획하였다. 알루미늄 패널과 
사선으로 된 파사드는 햇살에 따라 반짝이며 시시각각 다른 
표정을 드러내고, 공원 내 호수 위로 흐트러지는 햇살의 반짝임과 
아름다운 조우를 맺게 될 것이다. 경관 조명은 주변 주거지를 
고려하여 은은하면서도 보석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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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ts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안) 

Location  Ga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Cultural_ 2,045.63m2, Sports_ 1,758.37m2   /  Built area  2,133.05m2  /  Gross floor area  Cultural_ 4,685.31m2, 
Sports_ 2,498.81m2  /  Floors  Cultural_ B1, 4F, Sports_ B1, 2F  /  Design  2018  /  Cli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Child & Youth Arts Education Center” in the North east 
Region and “Gangbuk-gu Comprehensive Sports Center” 
(Proposal)

서울시, 동북권, 강북구, 미아동 주민의 공적 
공간으로서의 예술교육 및 생활체육센터인 
아트풀을 제안한다. 예술교육센터 및 
생활체육센터는 두 프로그램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10여년 넘게 고립되어 있던 사이트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어 대조적인 두 
도시구조의 사이에서 도시민의 삶에 필요한 
문화, 휴식, 활력, 건강 등을 제공하며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We proposed Art Pool, which is a center 
for arts education and living sports, as a 
public space for the residents of Mia-dong, 
Gangbuk-gu, northeast of Seoul. The 
center for arts education and living sports 
should not only accept the two programs 
but also form a local community to create 
a cultural community where the residents 
communicate and share with each other. 
By opening the site, which was isolated 
for more than 10 years, to local residents, 
it provides culture, relaxation, vitality, and 
health necessary for city life between the 
two contrasting urban structures and will 
form a single local community.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안) 

International Invited Design Competition for Remodeling of 
the Main Stadium in the Jamsil Sports Complex (Proposal)

Location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Target area_ 144,800m2 + Extensible area 15,000m2 /  Gross floor area  203,118.07m2  
Floors  B1, 6F  /  Design  2018

대지는 약 700X650의 도시스케일의 슈퍼 블럭으로, 도시에서 연장된 그리드 
체계와 한강에서 탄천까지의 자유선형의 친인간적 스케일의 융합을 통한 도시 
프레임을  제시한다. 광장은 블록의 좌우 기능을 구획하는 동시에 통합적 기능을 
하며, 한강 오프스페이스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해주는 장소로 도시의 형태적 
잠재성을 갖게 될 것이다. 

The site is a super block of about 700 X 650 urban scale. We presented a 
city frame by combining the grid system extended from the city with the free 
linear and human-friendly scale from the Hangang River to Tancheon Stream. 
The square divides the left and right functions of the block and performs an 
integrated function. It is a place that connects the Hangang off-space and the 
Olympic-daero, and will have the potential energy of the urban form.



Sports

창원야구장(안)

Changwon Baseball Stadium (Proposal)

Location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88,387m2 /  Gross floor area  51,155m2  /  Floors  B2, 5F  /  Design  2015
Construction  2015  / Client  Changwon-si

창원야구장은 야구장 본연의 기능을 만족하고 365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기 위해 다음 여섯 가지 설계주안점을 갖고 접근하였다. 

랜드마크
기존 야구장과는 차별되는 디자인과 가로(삼호로, 용마로)변에서의 정면성 확보 

가로활성화
가로변에 별동의 주민 편의시설/수익시설 배치로 365일 야구장 활성화 

외야 집산광장
국내 최초로 메이저리그형 외야 집산광장으로써 효율적인 관중 집산 유도와 비경기 
시에는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 

100% 오픈 콘코스
국내 최초의 필드로 100% 열린 내외야 무단차 순환형 콘코스 계획

다이나믹한 관람환경
국내 최단거리의 필드 밀착형 관람석(관람석 첫 단 ↔ 필드 = 13.9m) 계획 

관람석 특화
국내 최대 비율과 최다 종류의 이벤트석으로 새로운 팬경험(Fan Experience)제공

Changwon Baseball Stadium was plan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ix design 
points to satisfy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baseball field and to make the 
stadium a complex cultural facility that citizens can use 365 days a year. 

Landmark
Design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baseball fields and securing frontality in the 
streets (Samho-ro and Yongma-ro) 

Street Revitalization
Activation of the 365-day baseball field by arranging separate buildings for 
resident convenience facilities and profit facilities on the streets 

Outfield Collection Plaza
Korea’s first major league-style outfield plaza that can efficiently collect and 
distribute the crowd and can be used as a cultural and rest place for citizens 
during the off-season 

100% Open Concourse
As the first field in Korea, planning a 100% open infield and outfield circulation-
type concourse without level difference

Dynamic viewing environment
Planning grandstands close to the field with the shortest distance (the first 
stage of the stands ↔ the field = 13.9 m) 

Specialization of spectator seats
Providing a new fan experience with the highest event seat ratio in Korea and 
most diverse seat types 

울산 문수야구장 

Location  Ul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2,987m2  /  Built area  7,125m2  /  Gross floor area  15,600m2  /  Floors  3F  /  Design  2012  /  Construction  2014

Ulsan Munsu Baseball Stadium

2000년 현상설계 당선

문수야구장은 울산체육공원에 입지한 롯데자이언츠 제2구장이다. 
울산체육공원은 월드컵경기장, 수영장, 양궁장, 사격장 등 체육시설이 
주변의 아름다운 호수, 산지와 어울려 있는 도심 속 체육공원이다. 
문수야구장은 남쪽 산지를 외야로 두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자연친화형 
야구장으로 계획함으로써 선수경기력과 관람환경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장의 형태는 관람환경에 유리한 원형의 
Geometry이며, 외관은 반복적인 아치 형태로 어느 방향에서나 정면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Munsu Baseball Stadium is the second stadium of the Lotte Giants 
located in Ulsan Sports Park. Ulsan Sports Park is a sports park 
in the city center where sports facilities such as the World Cup 
Stadium, swimming pool, archery range, and shooting range are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beautiful lakes and mountains. 
Munsu Baseball Stadium was designed to be the only nature-
friendly baseball field in Korea with an outfield in the southern 
mountains, so that both players' performance and spectating 
environment could be satisfied. The shape of the stadium is a 
circular geometry that is favorable to the viewing environment, and 
the exterior is designed in a repetitive arch shape so that you can 
feel the frontality from an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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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야구장

Pohang Baseball Stadium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3,722.58m2  /  Built area  7,904.97m2  /  Gross floor area  20,180.19m2  /  Floors  B1, 3F
Design  2009  /  Client  Pohang-si

계획개념- 스틸플라워(STEEL FLOWER)
포항은 철강산업도시, 활기찬 에너지의 움직이는 
도시, 영일만의 일출과 여명이 있는, 용솟음치는 붉은 
태양의 기운과 역동하는 바다의 기상의 도시이다. 
스틸플라워는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격정적인 열정을 
대변하는 영혼의 꽃이자 다이나믹한 도시성장이 
이뤄지는 스포츠 인프라 확중의 중심이 될 포항를 
상징한다.

Concept- STEEL FLOWER
Pohang is a city of the steel industry and a 
moving city of lively energy. The city has the 
sunrise and dawn of Yeongil Bay, the energy 
of the red sun, and the spirit of the dynamic 
sea. Steel Flower is the flower of the soul that 
represents furious passion like the blazing sun 
and symbolizes Pohang, which will become the 
center of expansion of sports infrastructure and 
achieve dynamic urban growth.

포스코 포항 한마당체육관

POSCO Pohang hanmadang Gymnasium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3,437m2  /  Bulit area  5,898m2  /  Gross floor area  13,565m2  

Floors  B1, 3F  /  Design  2011

포스코 포항 한마당체육관은 생활체육, 레저시설, 문화공연이 가능한 
신개념 복합커뮤니티형 체육관으로서 단막형 오페라를 포함한 각종 다목적 
공연이 가능한 국내 최초 체육관이다. 국내 최초로 주요 구조부 전체를 
각종 최첨단 신강종 ‧ 신공법으로 적용해 약 10%정도의 철골 절감효과를 
이뤘으며, 신개념 경량철골 복합후로링(MB System)을 적용해 각종 
이벤트, 체육행사 시 별도 보강없이 다용도 행사가 가능하다.

It is the first gymnasium in Korea that offers multipurpose 
performances such as one-act operas, and is a new concept 
complex community gymnasium where living sports, leisure facilities, 
and cultural performances are available. By applying various high-
tech new steel grades and new construction methods to all major 
structural part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bout 10% of the steel 
frame was saved. Multipurpose occasions such as various events and 
athletic events are possible without additional reinforcement due to 
the new concept lightweight steel compound flooring (MB System).

2011 BIM AWARDS Construction 단체부분 Good Practice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61,888m2  /  Built area  4,678m2  /  Gross floor area  13,455m2  
Floors  B2, 4F  /  Design  2011포스코 광양 어울림체육관

Posco Kwangyang Eoullim Gymnasium

회사의 각종 행사 및 생활체육을 통한 직원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휘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 지하층 전용 배드민턴장, 암벽등반장 등을 구성했으며, 농구, 배구 등 구기운동을 
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 커뮤니티형 체육관이다. STKN490(기둥, Truss), SN490(보, 
Plate), STS445NF(지붕), F13T BOLT 등의 신강재와 층고절감 합성 보, CFT기둥 등의 
신공법을 적용했고, 구조재이며 의장재인 최장 52m Under Tension Truss 19개의 
체육관 지붕과 외장재인 폴리카보네이트 특성을 살린 Media Facade, 태양광, 종이거푸집, 
잔디블록, 빗물처리시설 등의 친환경 아이디어 적용하였다.

This new concept complex community gymnasium can be used for various 
company events. A fitness center, an exclusive badminton court on the basement 
floor, and a rock-climbing wall were built to improve the health of employees 
with daily sports. In addition, people can play ball games such as basketball and 
volleyball in the gymnasium. New steel materials such as STKN490 (for columns 
and trusses), SN490 (for beams and plates), STS445NF (for the roof), and F13T 
BOLT, and new construction methods such as story height reduction composite 
beams and CFT columns were applied. The gym roof is made of 19 Under Tension 
Trusses. This truss is a structural and design material with a maximum length of 
52 meters. The media facade uses the characteristics of polycarbonate, which is 
an exterior material. Eco-friendly ideas such as solar power, paper forms, grass 
blocks, and rainwater treatment facilities we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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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체육공원

Hoengseong Culture & Sports Park

Location  Gangwon-do,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114,413m2

Floors  B1, 3F  /  Design  2009  /  Client  Hoengseong-gun

오산 시민체육센터

Osan Sports Center

Location  O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9,877m2

Built area  7,878m2  /  Gross floor area  27,431.01m2  /  Floors  B1, 3F
Design  2008  /  Client  Osan-si

다양한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기능적 요소에서 패턴이미지를 
채택하여 물방울 Spots, 농구·야구ball 등을 입면요소로 사용하여 
독특하면서 재미있는 입면 디자인을 통해 오산시민체육센터만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한다.

제 17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금상

The pattern image reflects the functional elements of the space 
where various activities take place. By using water drop spots, 
basketballs, and baseballs as elevation elements, a unique and fun 
elevation design was completed. This design gives the identity of 
the Osan Citizen Sports Center.

대지북측의 수려한 산야와 아름다운 섬강의 흐름을 끌어들여 형성된 자연의 
대지 위에 문화와 스포츠의 역동성을 형상화한 루프 디자인, 섬강의 자연을 
투영하는 정면성과 상징성을 가지는 입면 디자인으로 횡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스포츠 시설의 특성과 유사시설간 그룹핑을 
고려해 배치한 생활체육시설은 자연과 하나되는 다양한 옥외휴게공간을 
두어 열린 문화체육공원을 실현하였다. 

It was planned as a symbolic space representing Hoengseong on a 
natural site formed by graceful mountains and fields in the north and 
the beautiful flow of the Seomgang River. The roof design embodies 
the dynamism of culture and sports, and the elevation design has 
frontality and symbolism that reflects the nature of the Seomgang 
River. The living sports facility was arrang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facilities and grouping between similar 
facilities. It realized an open cultural and sports park by providing 
various outdoor resting places that become one with nature.

김천 실내수영경기장

Gimcheon Swimming Pool Location  Gimcheo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12,578m2  /  Floors  B1, 3F  /  Design  2004
Client  Gimcheon-si

Seoul National University Sports 
Complex
서울대학교 스포츠 컴플렉스

Loc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6,179m2  /  Floors  B1, 4F
Design  1999  /  Construction  2005  /  Cli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서울특별실 건축상 은상
2001 POSCO 강구조 작품상 특별상

효율적 ‧ 경제적인 평면과 캠퍼스 진입부의 랜드마크로 흥미 있고 기능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지만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이 건물은 공간을 감싸는 튜브형태를 적용하여 철골구조를 노출시켜 
다이내믹 한 공간을 구성하여 지붕의 모든 기능적인 요구를 만족시킨다. 
수영장, 러닝트랙, 체력단련실, 실내골프연습장, 스쿼시 및 라켓볼 경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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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ju Sports Complex (Proposal) Location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13,953m2 
Floors  B1, 3F  /  Design  2007  /  Client  Jinju City

턴키 우수작(2등)

진주 종합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

Jinju Gymnasium & Swimming Pool Location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60,103m2  
Built area  9,002m2  /  Gross floor area  18,743m2  /  Floors  B1, 3F
Design  2006  /  Client  Jeonju-si 울산 종합운동장

Ulsan Stadium Complex

Location  Ulsa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31,476m2  /  Floors  B1, 3F 
Design  2003  /  Client  Ulsan-si

울산 실내수영경기장

Ulsan Swimming Pool Location  Ulsa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13,099m2

Floors  B1, 3F  /  Design  2003  /  Client  Ulsan-si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개 ‧ 폐회식 및 육상경기를 위해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우수한 체육시설확보 및 울산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문화, 
체육,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체전이후에는 유휴실들을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체육시설과 각종행사용 공간으로 제공도록 제안하여 시민들과 
친숙한 경기장으로 계획하였다.

The Sports Complex was built to prepare for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and track and field events of the 2005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It provides a space for culture, sports, and relaxation 
while raising the pride of Ulsan citizens by securing excellent sports 
facilities. In addition, it was planned as a stadium familiar to the 
citizens. Therefore, it was proposed to provide unused spaces for 
community sports facilities and various sports-related events after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Sports

청주대학교 실내체육관(안)

Multipurpose Sports and Culture 
Complex (Proposal)

Location  Cheo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20,138m2  /  Floors  B1, 3F  /  Design  2009  
Client  Cheongju University

Location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30,980.09m2  /  Design  2008  /  Client  Goyang City

고양 실내체육관 및 수영경기장(안)

Goyang Gym & Swimming Pool (Proposal)

서산 실내수영장

Seosan Swimming Pool Location  Seos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4,550m2  /  Built area  2,643m2  /  Gross floor area  4,321m2

Floors  B1, 2F  /  Design  2004  /  Client  Seosan-si

대전 용운 국제수영장

Daejeon Yongun International Swimming Pool Location  D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67,576m2

Built area  8,137.61m2  /  Gross floor area  17,542.17m2  /  Floors  B1, 4F 
Design  2008  /  Client  Daejeon Metropolitan City



Sports

강릉 아이스하키 제 1 경기장(안)

Gangneung Ice Hockey I Venue (Proposal) Location  Gangneung-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Built area  14,522m2  Gross floor area  27,705m2  /  Floors  B1, 4F
Design  2013  /  Cleint  PyeongChang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18 Olympic & Paralympic Games

Location  Wonju-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35,310m2  /  Design  2006  /  Client  Gangwon-do

원주 아이스하키 경기장(안)

Wonju Ice Hockey Venue (Proposal)

인제 체육문화센터

Inje Sports Center

Location  JInje-gun, Gangwon-do,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13,101m2  
Floors  B1, 3F  /  Design  2004  /  Client  Gangwon Province

부산경남 경마장

Busan Kyongnam Racetrack Location  Busan & Gimhae-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245,904m2  /  Gross floor area  87,367m2  /  Floors  B1, 5F  
Design  2000  /  Construction  2005  /  Client  Korea Racing Authority 

여수 진남 주경기장 리모델링

Main Stadium Renovation 
in Yeosu Jinnam Sports Complex

Location  Yeosu-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37,837m2  
Built area  1,730.94m2  /  Gross floor area  3,973.61m2  /  Floors  B1, 3F
Design  2007  /  Client  Yeosu-si



Sports

거창 스포츠파크

Geochang Sports Park

Location  Geochang-gun,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99,811m2  /  Built area  9,642m2  /  Gross floor area  12,073m2

Floors  3F /  Design  2006  /  Client  Geochang-gun

하남 종합운동장

Hanam Sports Complex

Location  Ha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40,963m2  
Built area  6,380m2  /  Gross floor area  13,864m2  /  Floors  B1, 3F  /  Design  2005  
Client  Hanam-si

양양 종합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Yangyang Sports Town Feasibility Study

Location  Yangyang-gun, Gangwon-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78,822m2  
Gross floor area  22,234m2  /  Design  2005  /  Client  Yangyang County

진천 국가대표 훈련원(안) 

Jincheon Korea National Players Training 
Center (Proposal)

Location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55,620m2  /  Design  2007  /  Client  Korean Olympic Committee

구로 고척운동장 타당성 조사

Guro Gocheok Stadium Feasibility Study

Location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4,225m2

Built area  6,900m2  /  Gross floor area  12,860m2  /  Floors  B1, 3F /  Design  2004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Gross floor area  6,179m2  /  Floors  B1, 4F  /  Design  2004  /  Client   Gwangyang-si

광양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Gwangyang Football Center Master Plan

울산 롤러스케이트장 & 빙상장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Ulsan Munsu Inline/Roller-Skating Rink 
& Ice Rink Schemetic Design & Feasibility 
Study

Location  Ulsa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0,000m2  /  Built area  6,170m2  
Gross floor area  6,780m2  /  Floors  B1, 2F  /  Design  2002  /  Client  University of Ulsan

천안 오룡축구전용구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Cheonan Oryong Football Stadium Feasibility 
Study & Schemetic Design

Location  Cheon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  Floors  B2, 4F  
Design  2002  /  Client  Cheonan City



Sports

정선 짚와이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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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짚와이어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10년에 준공된 
남이섬 짚와이어 타워에 이어 국내에 설치되는 두 번째 
짚와이어로 아시아 지역 최장 길이인 1.1km 와이어(쇠줄)에
연결된 활강 의자를 타고 300m 아래의 도착지인 동강 
생태학습장까지 순간 최대 100km/h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긴장감과 스릴감을 동시에 느끼며 동강과 
변방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함께 전망하며 즐길 수 있다.

남이섬 짚와이어 타워

Nami Island Zip-Wire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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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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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m 짚와이어 타워가 
국내 최초로 가평읍 달전리 선착장에 세워졌다. 남이섬과는 940m, 
자라섬과는 670m 와이어로 연결된 타워에서 의자 형태의 기구를 타고 
최고시속 80km로 1분 만에 도착한다. 북한강을 가로지르며 번지점프와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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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브리지

Lotte World Tower Sky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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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브리지는 롯데월드타워 
랜턴층 부위에 설치된 케이블 브리지로,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지상 541m의 높이에서 
브리지를 건너며 짜릿한 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긴장감과 스릴감을 동시에 느끼며 서울과 
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함께 전망하며 즐길 수 
있다. 투어는 안전장치를 하고 지붕층에서부터 
26.7m 높이의 랜턴 4층까지 올라가서 12m 
길이의 케이블 브리지를 건너고 반대편 랜턴층 
계단을 통해 돌아 내려오는 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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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ural

예술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상상력을 체험하는 전시 이외에 상업, 교통, 커뮤니티 등이 복합되어 어우러진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의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포스코A&C의 노력은 지역에 보다 더 창조적이고 다양한 건축 문화 공간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POSCO A&C is making efforts to capture programs in a complex cultural space that are evolving into a combination of commerce, 
transportation, and communities in addition to exhibitions that revitalize life and experience imagination in the future focusing on art and 
culture content, and to contribute to building more creative and diverse architectural spaces.

Cultural
문화시설

포항 뱃머리 문화콘텐츠센터
Pohang Baemeori Maul Cultural Contents Center

2012 여수 엑스포 포스코관
2012 Yeosu EXPO POSCO Corporate Pavilion

PARK1538 포스코 광양 홍보관
PARK1538 POSCO Museum Gwangyang

기쁨의 교회
The Joyful Church

성주 창의문화교류센터
Seongju Creative Culture Exchange Center

시흥 능곡 복합커뮤니티센터(안)
Siheung Neunggok Complex Community Center (Proposal)

광양 커뮤니티센터 
Gwangyang Community Center

경상북도 학생종합문화회관 
Gyeongsangbuk-do Cultural Center for Students

진주대첩 기념광장(안) 
The Great Battle of Jinju, Memorial square (Proposal)

제주 서귀포 문예회관
Jeju SEOGWIFOR[U]M

안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
Andong Confucian Culture Experience Center (Proposal)

창원 컨벤션센터 
Changwon Convention Center

포천 반월아트홀 
Pocheon Banweol Art Hall

누리마루 APEC 정상회의장(안) 
Nurimaru APEC House (Proposal)

제주 해녀박물관
Jeju Haenyeo Museum

국립 대구박물관 
Daegu National Museum

일산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New Construction of The Chu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 at Ilsan

Pohang Baemeori Maul Cultural Conten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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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제일교회 
Pohang Jeil Church

금속캔 홍보전시관 
Canny Village

대전 엑스포 소재관 
Daejeon EXPO Pavilion

독일 하노버 엑스포 2000 한국관 
Germany EXPO 2000 Hanover KOREA Pavillion

세네갈 고레기념관(안) 
Senegal Coree Island House of Slaves (Proposal)



Cultural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54,583m2 /  Built area  5,184.96m2  /  Gross floor area  12,826.99m2  /  Floors  B1, 4F  
Design  2010  /  Construction  2011  /  Client  Pohang City

Pohang Baemeori Maul Cultural Contents Center
포항 뱃머리마을 평생학습원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의 장으로 유기적인 형태의 매스로 다양한 공간 연출하며,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정면성을 부여하였다. 
연속성을 갖는 입면계획으로 다양한 흐름의 입체적으로 투영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을 고려한 입체적인 단면을 계획하였다. 

It is a cultural space open to everyone and can be created in various ways due to the organic mass. Frontality was given in various 
dire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 Various flows were reflected in three dimensions due to the elevation 
plan with continuity. A three-dimensional section was planned by considering the acceptance of a variety of programs.



Cultural

2012 여수엑스포 포스코관

2012 Yeosu EXPO POSCO Corporate Pavilion

Location  Yeosu-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Total floor area  2,113m2  /  Floors  3F  /  Design  2012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의해 반들반들하게 다듬어진 
앵무조개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포스코관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포스코의 역사와 미래의 
성장의지를 표현하였다. 
인간과 바다의 소통을 모티브로 한 건물로 3차원 
비정형 설계 과정을 거쳐 시공되었으며 비정형 
인조대리석을 외장재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철골구조의 외장은 신축성이 강한 스타코플렉스를 
적용하였으며 오션뷰는 인조대리석을 3D 가공하여 
연결 시공함으로써 열린 뷰를 확보하였다.

The motif of POSCO Pavilion is a nautilus 
smoothly polished by waves and wind over 
the years. The building expresses POSCO’s 
history and will to grow in the future through its 
appearance that changes according to the way 
people look at it. A building with the motif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and the sea, 
it was constructed through a three-dimensional 
atypical design process and is characterized 
by using atypical artificial marble as an exterior 
material. An open view was secured by 3D 
processing and connection construction.

PARK1538 포스코 광양 홍보관

PARK1538 POSCO Museum Gwangyang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9,765m2 /  Built area  7,287m2  /  Floors  B1, 5F  /  Design  2020  /  Construction  2023  

기존 광양 홍보관은 35년 전 개관 후 부분적인 리뉴얼과 일부 
콘텐츠만 변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요 고객사와 
일반인의 방문 Needs가 연간 3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고 
철강사 포스코의 위상에 걸맞은 홍보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비즈니스 기능과 지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한다.
광양은 식지 않는 태양의 빛이 솟아오르는 곳이다. 그곳에 
미래적 파동을 만들어가는 광양제철소가 있다. 건축 개념인 
‘LIGHT WAVE’는 포스코가 열어가는 끝없는 혁신과 
빛나는 미래의 물결이다. 4차 산업 혁명시대 혁신의 물결을 
만들어가는 포스코의 정체성을 강하지만 유연한 듯 굽이치는 
외관으로 반영했다. 독창적인 건축물 외관을 첨단 철강재로 
구현하여 포스코의 빛나는 기술력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건축물 하단에는 비워진 공공광장을 조성하여 이해관계자와 
공생하고자 하는 기업시민정신을 담았다

Since the opening of the existing Gwangyang Public 
Relations Center 35 years ago, the center has been partially 
renewed and only some contents have been upgraded..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center considering visits by 
30,000 major clients and the public annually and the status 
of POSCO, the world’s best steel company. So, the center 
will be recreated as a complex cultural space that has 
business functions and can be enjoyed by local residents.
Gwangyang is a place where the undying sunlight rises. 
There is the Gwangyang Steelworks, which is making 
waves of the future. “LIGHT WAVE” is an architectural 
concept that refers to the endless innovation initiated by 
POSCO and the shining wave of the future. The strong yet 
flexible curved exterior symbolizes the identity of POSCO 
that is creating a wave of innov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creative exterior of the building with 
high-tech steel materials expresses the brilliant technology 
of POSCO. An empty public plaza was created at the 
lower part of the building, thereby expressing the spirit of 
corporate citizenship to coexist with stakeholders.



Cultural

기쁨의 교회

The Joyful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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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기존 골짜기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하며, 대예배실을 중앙에 설치하여 종교시설의 구심점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복지관은 접근성과 편의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전면에 계획하였으며, 입면 디자인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물고기’ 형태와 ‘갈대 바구니’ 패턴을 형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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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능곡 복합커뮤니티센터(안)

Siheung Neunggok Complex 
Community Center (Proposal)

Location  Siheu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721m2 
Built area  3,269.38m2  /  Gross floor area  8,800m2  /  Floors  B1, 4F
Design  2016  /  Client  Siheung-si

성주 창의문화교류센터

Seongju Creative Culture Exchange Center Location  Seongju-gun,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5,685.38m2 /  Built area  2,041.1m2  /  Gross floor area  4,847.9m2  
Floors  B1, 4F  /  Design  2019  /  Construction  2021  / Client  Seongju-gun  

본 사업은 뉴딜계획에 따른 터미널 이전 및 SOC복합화 
(가족센터)를 통해 문화장소성과 창조성이 발현되는 
주민 선호 공간을 조성한다. 이는 성주읍 중심기능 및 
주민 커뮤니티,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This project creates a space preferred by 
residents where the sense of cultural place and 
creativity are expressed through the terminal 
relocation and SOC complex project (family 
center) according to the New Deal plan.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strengthen the 
central function of Seongju-eup, the residential 
community, and the residents’ capabilities.



Cultural

광양 커뮤니티센터

Gwangyang Community Center

Locati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12,859m2  /  Floors  B1, 9F  /  Design  1998

설계의 관점은 수려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서로 상통하고 생동감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유리의 투명성을 이용하여 내부와 
외부 경계가 없어지도록 했다. 철구조의 
이미지를 외형적으로 투형해서 자연의 
순수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하도록 하였다.

The design viewpoint is to adapt to the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nd create 
a lively space, and the boundary between 
inside and the outside is eliminated using 
the transparency of glass. The image of the 
steel structure was projected externally to 
match its context with the purity of nature.

경상북도 학생종합문화회관

Gyeongsangbuk-do Cultural Center for Students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3,104m2 /  Built area  7,553m2  /  Gross floor area  16,337m2  /  Floors  B2, 3F
Design  2008  /  Client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자연 지형을 최대로 보존하여 주변의 녹지와 
연계한 친환경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전체 배치는 
오픈 로비를 중심으로 진입광장, 문화센터, 
공연장, 실내체육관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며 
동선이 각 건물의 내 외부로 연결되어 있다. 마감 
재료로 내후성 강판과 스틸 단열패널을 사용하여 
유리 파사드와 조화를 이루었다. 

It was planned as an eco-friendly space 
in connection with the surrounding green 
areas by preserving the natural topography 
as much as possible. An open lobby was 
placed in the center of the entire space, and 
an entrance plaza, cultural center, concert 
hall, and indoor gymnasium were arranged 
around the lobby. Moving lines are connected 
to the inside and outside of each building. 
Weatherproof steel plates and steel insulated 
panels were used as finishing materials to 
harmonize with the glass façade.



Cultural

진주대첩 기념광장(안)

Location  Jinju-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25,020m2  /  Gross floor area  22,286.9m2  /  Floors  B1, 2F  
Design  2015  /  Client  Jinju-si

The Great Battle of Jinju, Memorial 
Square (Proposal)

제주 서귀포 문예회관

Location  Seogwipo-si, Jeju-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39,674m2 
Built area  7,914.7m2  /  Gross floor area  7,745.42m2  /  Floors  B1, 2F  
Design  2008  /  Cli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SEOGWIFOR[U]M

안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

Andong Confucian Culture 
Experience Center (Proposal)

Location  Ando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14,650m2(Culture Experience Center)+8,500m2(Information Center)
Built area  4,386m2(Culture Experience Center)+2,963m2(Information Center)
Gross floor area  13,228m2(Culture Experience Center)+8,350m2(Information Center)  
Floors  B1, 3F  /  Design  2008

창원 컨벤션센터

Changwon Convention Center Location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44,986m2  /  Gross floor area  59,647m2  /  Floors  B3, 6F
Design  2007  /  Client  Changwon-si

Confucian Culture Experience Center Information Center



Cultural

누리마루 APEC 정상회의장(안)

Nurimaru APEC House (Proposal) Location  Haeundae-gu, Busan,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2,940m2  
Floors  B3  /  Design  2004

포천 반월아트홀

Pocheon Panweol Art Hall Location  Po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19,581m2  
Gross floor area  11,118m2  /  Floors  B2, 3F  /  Design  1999  /  Client  Pocheon-si

제주 해녀박물관

Jeju Haenyeo Museum Location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  Gross floor area  4,002m2  
Floors  4F  /  Design  2003  /  Client  Seogwipo City

국립 대구박물관

Daegu National Museum Location  Suseong-gu, Daegu,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98,636m2  
Built area  Exisiting_ 4,760.56m2, Expansion_ 1,989.2m2

Gross floor area  Exisiting_ 10,070.02m2, Expansion_ 4,633.4m2

Floors  B1, 2F  /  Design  2003



Cultural

일산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New Construction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t Ilsan

Location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456.9m2

Gross floor area  5,432.79m2  /  Floors  B2, 5F  /  Design  2014

포항 제일교회

Pohang Jeil Church Location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Site area  9,890m2  /  Gross floor area  7,986m2  /  Floors  B1, 4F
Design  2000  /  Client  Pohang Jeil Church

Location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4,918m2  
Built area  906.4m2  /  Gross floor area  3,158m2  /  Floors  B1, 3F  /  Design  2002  
Client  Korea Metal Can Resources Association

금속캔 홍보전시관

Canny Village

독일 하노버 엑스포 2000 한국관

Germany EXPO 2000 Hanover KOREA 
Pavillion

Location  Hanover, Germany  /  Site area  178,822m2  /  Gross floor area  2,371m2  
Floors  3F  /  Design  1999  /  Clien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세네갈 고레기념관(안) 

Senegal Coree Island House of Slaves 
(Proposal)

Location  Republic of Senegal  /  Gross floor area  14,500m2  /  Floors  B1, 3F  
Design  1997  /  Client  Republic of Senegal

대전 엑스포 소재관

Daejeon EXPO Pavilion

Location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  Site area  8,926m2

Built area  3,659m2  /  Graoss floor area  4,620m2  /  Floors  2F  /  Design  1991 
Client  Daeje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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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문화 컨텐츠를 중심으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상상력을 체험하는 전시 이외에 상업, 교통, 커뮤니티 등이 복합되어 어우러진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의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포스코A&C의 노력은 지역에 보다 더 창조적이고 다양한 건축 문화 공간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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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포스코A&C의 세련된 기술과 구조적 해법을 보여주는 High-Tech기술은 역동성을 가진 스포츠시설에서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자랑합니다.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실내외 경기장부터 생활체육시설 및 레저시설까지 포스코A&C가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스포츠시설을 디자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