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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 회사설립
• 1996.08 포항제철소 STS 증강공사준공
• 2000.06 국내건설사중최우수등급획득
• 2003.10 송도신도시출범
• 2005.10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수상 (건설업
계최초)

• 2009.10 일본아시아특수제강준공
• 2011.12 브라질 CSP 일관제철소수주
• 2014.01 페루노도가스화력발전소수주

BBB-

Baa3

S&P

Moody’s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 major construction builder 
with the highest credit rating in the world

포스코건설소개포스코건설소개

• 제철 플랜트
- Finex / 제선 / 제강 / 연주 / 열연 Process 등
- 브라질 CSP, 인도네시아 일관 제철소 등

• 에너지 플랜트
- 발전 / 신재생에너지 / 화공 / 석탄화학 Plant 등
- 페루 칼파 복합화력, 안산 복합화력 등

• 토목 및 환경
- 도로, 항만, 철도, 수처리, 자원재이용 등
- 베트남 노이바이 고속도로, 중랑 물재생센터 등

• 건축
- 주거, 업무/상업/문화, 교육/의료, 숙박/레져 등
- 부산 센텀파크, 캄보디아 바타낙 캐피탈 타워

• 도시계획
-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 송도 국제업무단지, 베트남 하노이 광역도시 마스터플랜



해수담수화
30,000톤/일, 
Krakatau 50,000톤/일

제철폐수 재이용
인도네시아 제철소
11,000톤/일

수변생태계 복원기술
성덕댐 상류 보현천, 간동
생태호 등 사업화 추진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차세대용수공급시스템
사업화 기반 (1,000톤/일)

하수 재이용
하수처리장 5,000톤/일
준공 및 운영실적

Hydro J.B. 공법
환경신기술 인증, PCT하
수처리장 30,000톤/일

포스코건설수처리사업포스코건설수처리사업



광양해수담수화플랜트광양해수담수화플랜트

 사업명 : 광양동호안해수담수화용수공급사업

 발주처 :              해담광양 (SPC)
 위치 :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 908번지
 사업형태 :           민간투자사업방식 (PF, 재무투자자 100%)

SPC –포스코 : 용수공급계약
 사업규모 :           30,000m3/day (발전소온배수취수)
 사업비 :              약 500억원
 기간 :                  EPC – 20개월 (2012.12 ~ 2014.7)

O&M – 30년 (2014.8   ~ 2044.8)

수 전기자재 발주

준공 (7/31)계약 (12/7)

기계공사 착수
기자재 납품

토목공사 착수

2012년2012년 2014년2014년2013년2013년

(2/1) (12/15)

(1/3)

건축공사 착수
(4/1)

(7/1)

계전공사 착수

(9/1)

(1/31)

시공 완료

(2/1)
시운전 착수

(10/26)
SPC 해담광양 설립

사업부지 취득 완료

(11/5)



광양해수담수화플랜트 –적용공정및기술광양해수담수화플랜트 –적용공정및기술
 적용 공정

 적용 기술

• PX*(Pressure Exchanger) : 에너지회수장치의 한 종류로 고압의 RO농축수에서 압력을 회수하여 RO원수에 그 압력을 전달
• ISD** (Internally Staged Design) : RO Vessel에 2종류 이상의 RO막 사용
→ 1~3단 막의 막오염 저감, 유량 균등 분배, 동일 유입압력에서 더 많은 생산수 생산으로 경제성 확보 (고회수율 RO)

가압부상 기수용 역삼투(2단)

에너지회수장치

해수
(온배수)

담수

농축수

고압펌프 해수용 역삼투(1단)

한외여과
(UF) 방류

취수펌프

항 목 취수 전처리 고압펌프+에너지회수 역삼투

개요 해수 이송 입자성 물질 제거
해수 고압이송 및
압력에너지 회수

이온성물질 제거

구성

SK발전소 온배수 취수 DAF + UF 고압펌프 + PX 1단 RO + 2단 RO

특징
ㆍ기존 온배수 이용으로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ㆍ안정적 수질 확보를 통한
RO 수명 연장
ㆍ폐수발생량 최소화

ㆍ전력소비량 절감
(15~20%)

ㆍ고회수율 적용을 통한
전처리 및 RO 투자비
절감(15~20%)

Booster펌프

UF-RO 직결공정 SWRO ISD 적용



미래형통합물관리기술 (Smart Water Grid)미래형통합물관리기술 (Smart Water Grid)

기후변화대응, 수자원의 불균형 해소, 물복지 실현

기존 물관리 시스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실시간 지능형 물생산, 

배분, 관리 및 소비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토탈 물관리 시스템

Smart - 지능형, ICT

Water Management
물관리

기후변화

정수

상수공급

취수원(댐, 저수지, 빗물)

스마트미터

취수원(하천, 지하수, 해수)

양방향
정보공유



SWG 기본구상(안) : 인천시영종도사례SWG 기본구상(안) : 인천시영종도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