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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L 소개1. BEL 소개

1.1 회사 개요1.1 회사 개요

기

본

사

항

연� � � � 혁

2009.08 (주)비이엘테크놀로지 법인 설립

2009.08
‘제로카본 그린홈 개발연구’ 산업기술연구회 협동연구사업 위탁연구

기관 협약체결(2009.07~2014.06)

2010.02 사업장 이전

2010.02
‘건물의 환경영향 간이평가 장치 및 방법’ 특허 출원

(출원번호 10-2010-0017237)

2010.05
‘제로에너지 대응 주거용 건물의 복합외피시스템 개발’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위탁용역 협약체결(2010.05~2011.10)

2010.06
‘나노기술 융복합형 고효율 창호시스템 설계 및 에너지 성능평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동연구기관 협약체결(2010.06~2015.05)

2010.07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2010.08
‘순환자원을 이용한 탄소저감형 건축자재 개발’ 건설기술혁신사업 

위탁연구기관 협약체결(2010.08~2013.08)

2010.10 기업부설연구소 ‘BEL기술연구소’ 설립

2010.12
'단열성능이 향상된 중단열 콘크리트 외벽시스템 개발' 첨단도시개

발사업 위탁연구기관 협약체결(2010.12~2013.05)

2014.02 기업부설연구소 ‘BEL친환경외피공학연구소’ 명칭 변경

2014.09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

스템 개발'도시건축연구사업 공동연구기관 협약체결

(2014.09~2019.08)

2014.09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 향상 기술개발'주

거환경연구사업 공동연구기관 협약체결(2014.09~2019.09)

2014.11
'BIPV 산업활성화를 위한 설계정보 통합형(BIM기반) BIPV 건물적

용 기반기술 개발 및 60kWp급 실증'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

발사업 참여기관 협약체결(2014.11~2017.10)

2015.06
‘창호 에너지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검증’ 에너지기술개발사

업 주관기관 협약체결(2015.06~2018.05)

2016.07 사업장 확장 이전

조� � �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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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업무분야1.2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
분야

•� 연구용역� 및� 소프트웨어�개발

국책
연구 

대표 
실적

- 제로카본 그린홈 개발 연구
- 통합운영 저에너지 건물기술개발
- 제로에너지 대응 주거용 건물의 복합 외피시스템 개발
- 나노기술 융복합형 고효율 창호시스템 설계 및 에너지 성능평가
- 순환자원을 이용한 탄소 저감형 건축자재 개발
- 단열성능이 향상된 중단열 콘크리트 외벽시스템 개발
- 신한옥 부재요소 개발에 따른 열성능/에너지성능 및 실내 열쾌적성 분석
- 열에너지 조절 창호 개발에 따른 에너지 성능 및 경제성 분석
-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안)도출을 위한 부위별 전열해석 분석
- 결로발생저감 환기시스템의 전열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로방지성능평가 용역
-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 향상 기술개발
- BIPV 산업활성화를 위한 설계정보 통합형(BIM기반) BIPV 건물적용 기반기술 개발 및 60kWp급 실증

민간
연구 
개발 

대표 
실적

- 열섬현상 해석을 위한 기초 S/W도입 및 해석방법 전수
- 발코니 난간 설치형 PV 내장 블라인드 최적 구성 도출
- 송산그린시티 생태주거단지조성 연구 용역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의 하계결로방지를 위한 하이브리드 제습시스템 개발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하계 표면결로 저감을 위한 환기기법 개발
- 그린병원 리모델링 가이드 개발에 관한 연구
- 냉난방 에너지 저감을 위한 외피시스템 최적화
- 발코니 결로 저감을 위한 최적 환기 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 '건물의 환경영향 간이평가 장치 및 방법’ 특허 출원
- 결로방지 성능평가 전열해석 프로그램 개발
- BIPV 최적 발전량 도출 프로그램 개발

•� 건물외피설계�및�건축환경� 성능평가

건물
외피설계 
컨설팅

- 건물 외피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밀 해석
- 창호 및 벽체 3D 결로 해석
-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및 컨설팅
- 현장 단열성능 평가 및 분석
- 외부차양장치의 성능 분석 및 최적 알고리즘 개발
- 건물요소기술 연구 및 개발

건축환경 
성능평가

- 지하공간 결로 현상 분석 및 컨설팅
- 환경성능 판단 도구 개발
- 건물 환기성능 및 연돌해석
- 대공간 CFD 분석을 통한 실내환경 평가
- 실내외 빛환경 분석
- 실내외 기류환경 분석
- 실내외 소음환경 분석
- 일조/조망/사생활환경 침해 분석
- 건축물 방재성능(화재,피난) 분석
- 실내 설비, 기계소음영향 평가
-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 친환경계획�및� 인증� 컨설팅

친환경계획 
컨설팅

- 건축 TK/BTL/현상 친환경계
- 토목분야 TK/대안설계 친환경계획 컨설팅획 컨설팅

친환경
인증
컨설팅

- 결로방지 성능평가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
  - 녹색건축인증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친환경주택성능평가
- 지능형건축물인증
- 건강친화형 주택건설평가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 도시� 및� 토목환경� 성능평가

도시환경 
성능평가

- 도시 기류환경 분석
- 도시 열섬 분석
- 도시경관 및 공간인지도 분석

토목환경 
성능평가

- 하수관거 선형개선 효과 분석 및 대안제시
- 도로 및 터널갱구부 직광/노면결빙 위험도 분석
- 안개발생 위험도 분석
- 도로, 터널, 교량 구간의 기류 및 풍압 예측
- 바람에 의한 주행 안전성 분석
- 도로 선형에 따른 일관성 및 안정성 분석
- 도로교통소음 및 공사발생소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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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L 업무소개2. BEL 업무소개

2.1 도시기류환경/건물환기성능/연돌해석2.1 도시기류환경/건물환기성능/연돌해석

(주)비이엘테크놀로지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를 이용하여 도시를 포함한 건물군 또

는 그로 인한 주변의 기류, 풍압분포, 공기령 및 PFR 등을 해석하여 환기성능 극대화를 위한 건축물 

배치계획과 실내 통풍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해방지를 위한 대안설계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기량 네트워크시뮬레이션, 온열환경 시뮬레이션 등의 연성해석을 통하여 이중

외피, 실내공간, 지하공간, 터널내부 등의 환기 통풍성능과 연돌현상을 과학적으로 검토해드리고 있습

니다. Passive 및 Active Control 환기시스템의 개별적 분석과 양자가 복합된 시스템도 해석 가능합

니다.

2.1.1� 건축물�풍동/공기질�예측�및�대안2.1.1� 건축물�풍동/공기질�예측�및� 대안

풍속(비) 및 공기령 해석 단지내 기류 흐름

단지내 풍압 분포 배연창 환기성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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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물의 외벽에 작용하는 풍압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에 대하여 광역 모델링을 실시

하여 풍향별 대상건물의 외벽에 작용하는 풍압분포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자연환기의 정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적정한 방안을 검토해 드립니다. 아래의 그림은 광역모델링을 통한 건물 외벽에 작용하

는 풍압을 해석하기 위한 모델링과 풍향별 해석결과를 도식화한 사례입니다.

구�분 풍압계수� 도출을� 위한�광역� 모델의� 수치적� 방법

풍압계수 
분석 조건

항� 목 내�용
Code STAR-CCM+ 3.02

Mesh trimmed mesh

Cell number 약 1,515,325개

Turbulence model high Reynolds
standard  κ-ε model

Solution procedure SIMPLE

Wall condition log-law wall

Convergence criteria Residual of 10-4

Computer system
Core2 Quad 
2.4GHz

Inlet condition 기준풍속 : 2.0m/s

향 해석결과� (좌� :� pressure� contour,� 우� :� velocity� vector)

북동풍 (NE)

동풍 (E)

남동풍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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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도로,� 터널,� 교량� 구간의�기류�및� 풍압예측�평가2.1.2� 도로,� 터널,� 교량�구간의�기류�및� 풍압예측�평가

CFD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교량, 터널, 교량구간의 안정성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차량의 진행방향, 

횡방향 등으로 불어오는 연중 미시기후적 풍속, 풍압을 예측함으로써 경계 및 위험구간을 검토해드리

고 있습니다.

풍속(비) 및 공기령 해석 단지내 기류 흐름

풍속(비) 및 공기령 해석 단지내 기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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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물에너지시뮬레이션2.2 건물에너지시뮬레이션

2.2.1� 건물에너지시뮬레이션�및� LCC2.2.1� 건물에너지시뮬레이션�및� LCC

단위세대 계획(평면 계획 및 난방, 환기 계획)에 따른 실내 열환경 분석

에너지 사용 기기의 대안별 에너지 효율(LCC 분석)에 따라 비교

분석항목 분석 이미지 분석개요

실내 열환경 

분석

<시뮬레이션 모델링>

<연간 실내 열환경 변화 및 에너지소비량 분석>

단위 세대 

평면별 베이 

증가, 발코니 

확장, 

환기설비의 설치 

등에 따른 실내 

열환경 변화 

분석 및 대안 

제시

설비 대안에 

따른 연간 

에너지 소비 

분석

<에너지 분석 모델링>

<대안별 연간 에너지 소비 분포>  <에너지 소비량 비교>

열원설비 

태양열, 지열 

설비의 

적용대안에 따른 

연간 에너지 

소비량 분석

대안별 에너지 

효율 분석에 

따른 경제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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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동적� 열부하�해석2.2.2� 동적� 열부하�해석

2.2.2.1 시뮬레이션 도구 및 개요2.2.2.1 시뮬레이션 도구 및 개요

구 분 내 용

시뮬레이션

도구

동적열부하 해석을 위한 상용프로그램인 TRNSYS Ver.16 w TRNFLOW 를 이용하여 

예측함

TRNSYS의 

개요

본 분석에서 사용한 정밀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은 TRNSYS ver.16으로 TRNSYS는 모듈 

구조를 갖는 비정상 시스템 해석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콤포넌트

(Component)들을 지정하게 하는 System Description Language를 사용한다. 콤포넌트

들은 시스템과 요소들이 연결(Link)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TRNSYS Library는 기상 데이

터 혹은 다른 시간함수를 입력하는 요소, 시뮬레이션 결과를 출력하는 요소 그리고 열에

너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콤포넌트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TRNSYS 모듈의 특성은 프로그램에 최대한도의 융통성을 주고 표준 TRNSYS Library에 

없는 수학적인 모델 프로그램의 추가를 용이하게 한다. TRNSYS는 시스템 작동이 시간 

변화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상세히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TRNSYS 시뮬레이션 엔진은 

FORTRAN Subroutines의 집합이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 자료는 텍스트 편집기와 

IISiBat(the Intelligent for the Simulation of Buildings)에서 그래픽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사용자를 돕기 위한 몇 개의 독립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TRNSYS와 함께 구성되어 있다.

TRNSYS

모델링 사례

TRNSYS는 시간 

변화에 따른 

비정상 

상태(unstdady-st

ate) 시뮬레이션과 

시간변화와 

무관한 정상 상태 

(steady-state)시

뮬레이션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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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해석사례2.2.2.2 해석사례

분석 Case별 계절에 따른 일간 냉난방 부하 저감율 분석 사례

난방기 일간 변화 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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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로 및 단열분석 2.3 결로 및 단열분석 

2.3.1� 진행� 프로세스2.3.1� 진행� 프로세스

(주)비이엘테크놀로지는 설계 및 시공건축물에 대해 단열성능/결로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 설계 

방법론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단열/결로� 관련� 기술용역의� 필요성

과업수행�흐름(시공현장� 사례�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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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결로방지�대책2.3.2� 결로방지�대책

최근 공동주택의 고단열, 고기밀화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열 및 기밀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내 결로 발생 문제의 심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택 외피의 단열 성능 향상에 따른 실내 표면 온도 상승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밀도 향상에 따른 

침기량 감소와 실내공기환경 특히 재실자의 거주 성향에 따른 습기 발생량의 차이에 따라 결로 방지 

성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은 분석 프로세스로 진행하여 대안을 수립하여 드립

니다.

목� � 적 방� � 법 도� � 구

실내� 수증기� 발생

특성�파악

A. 현장 측정

  - 실내외 온/습도

  - 지역 풍향/풍속

  - 동계 일간 재실자의 거주 패턴에 따른 

    수증기 발생 특성 파악

a. 측정 도구

  - 온습도 및 풍향 풍속계

    ,data logger 등

  - 기간 분 단위 측정

▼

부위별� 외피� 성능에�

따른� 실내�표면� 온도�

해석

A. 측정 세대의 부위별 전열해석에 의한 해석 

   결과 검증

B. 기준평면 세대 type에 대하여 기간측정 실

   내외 온도 조건에 따른 부위별 비정상 

   전열해석 (표면온도 변화 분포 해석)

a. 3차원 비정상 상태 전열

   해석 프로그램

   - PHYSIBEL

     (VOLTRA module)

▼

단위세대�실내� 수증기

분포�해석

A. 측정 세대의 실내 수증기 발생 특성에 

   근거한 단위세대 수증기 분포 해석 및 

   결과 검증

B. 기준평면 세대 type에 측정된 수증기 발생 

    특성에 적용 시 수증기 분포 해석

a-1. 단위 세대 기류 / 수분 

  유동에 대한 CFD 시뮬레

  이션

  - STAR CCM+

a-2. 기간 측정 결과에 

  의거한 비정상 상태 네트

  워크 모델 해석 

  - CONTAMW

▼

쾌적성� 및� 에너지�소비�

영향�해석

A. 하이브리드 환기 시스템 적용 시 도입외기

   에 의한 Cold draft 현상 및 실내 온열 

   쾌적성 분석

B. 단위세대에 대한 하이브리드 환기 시스템 

   적용 시 동계 기간 열쾌적 및 에너지 소비 

   영향 분석

a. 단위 세대 환기 도입 시 

  온습도 분포에 대한 CFD 

  시뮬레이션

  - STAR CCM+

b. 동적에너지 해석에 의한 

   동계 기간의 실별 PMV  

   및 냉난방 부하 해석

  - TRNSYS+Trnflow

단열/결로� 모델링� 및�분석� 결과� 사례

❚모델링(당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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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분석을 위한 전열해석 개요(프로젝트 수행 사례)

구  분 설정 내용

경계조건

온  도
실  내   25℃ 

실  외 -15℃ (중부지방 기준)

습  도 실내습도는 40~60%RH 까지 변경 분석

표  면

열전달율

실  내   7.7 W/㎡K

실  외   25 W/㎡K

온  돌

온수 온도(℃)   45

파이프 열전달율
(W/㎡K)   1500

대상 부위

세대 내부 기둥 및 내벽이 맞닿는 부위

� 현재 계획된 기둥 크기는 400X700, 500X500이며

   기둥의 크기를 폭 및 깊이별로 100간격으로 증감하면서 

   54Case에 대하여 결로 발생 여부 분석

부재 물성

부재 (벽체) 열전도율
(W/mk) 부재 (바닥) 열전도율

(W/mk)

실외 - 콘크리트슬라브 2.600

콘크리트 2.600 완충재 0.037

단열재 0.035 경량기포
콘크리트 0.300

석고보드 1.400 시멘트모르타르 1.400

실내 - 바닥 마감재 0.170

해석 
프로그램 PHYSIBEL VOLTRA

해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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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온도분포 해석사례 부위별 열손실량 해석사례

실내
온도

실내
습도

노점온도
(결로발생온도)

표면온도 및 결로발생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22.39 22.98 16.19 14.36 18.81 19.97

25 ℃

40 %RH 10.47 ℃

45 %RH 12.25 ℃

50 %RH 13.86 ℃

55 %RH 15.33 ℃ ◎

60 %RH 16.70 ℃ ◎ ◎

기둥면 전열손실량 49.00 W/m2

기둥부위 부재 사이즈별 결로발생 온도 및 결로발생 case 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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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단열검토2.3.2� 단열검토

당사는 설계 및 시공건축물에 대해 경제성 및 단열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 단열 설계를 제시하

여 드립니다.

건물의 용도별 즉, 업무, 의료, 주거용 건물 등 해당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적 단열을 검토하여 드

립니다.

발코니 창호 단열 및 결로분석 사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난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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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단열,� 결로� 현장� 실측2.3.3� 단열,� 결로� 현장� 실측

당사는 현장 3대 하자 원인에 하나인 단열 및 결로에 대한 현장 실측을 통하여 정량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원인 분석 및 대안 제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자재 용도
보유 

유형

측정 장비

열화상카메라

(Ti29, FLUKE)

열화상 촬영

(표면온도 측정)
보유

레이저표면온도계

(62 Mini, FLUKE)
표면온도 측정 보유

온습도풍속계 

(975AIRMETER, 

FLUKE)

온습도, 풍속 

측정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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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조/조망/프라이버시 환경평가2.4  일조/조망/프라이버시 환경평가

(주)비이엘테크놀로지는 일조환경, 조망환경, 음환경, 시각적 프라이버시, 광열비, 기류환경 등 신축건

물에 의한 거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통합적 결과를 도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일조환경평가

   ① 일조권에 관한 판례상 수인한도 기준에 의한 성능평가

   ② 연중 일조환경에 의한 에너지성능 평가

조망환경평가

   ① 천공 조망율에 의한 조망환경 평가

   ② 조망요소(인공구조물, 자연경관, 녹지, 천공 등)별 조망율 분석에 의한 조망의 질

      적 평가

프라이버시평가

   ① 형태계수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등급 평가

   ② 가시거리 및 각도범위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등급 평가

평가방법 및 프로세스

BEL� 자체�개발� 간이� 일조,� 소음�분석장비(특허등록� 제10-1166964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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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링 자체분석프로그램을�통한�평가

�

일조결과 조망결과 프라이버시결과

전체�세대별�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결과�검토(공동주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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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적용 사례
간이 분석장비를 활용한 측정방법

(특허출원중)

프로그램 적용 사례
간이 분석장비를 활용한 측정방법

(특허출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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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시경관 및 공간인지도 분석2.5 도시경관 및 공간인지도 분석

경관 분석

당사는 경관요소 시각량 분석, 연속경관분석, 조망점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경관의 영향을 정량적, 정성적 분석하여 드립니다.

[구조물에 의한 경관요소별 시각량 분석]

[시공 전후의 환경에 대한 조망점 경관 시뮬레이션]

현계획안 높이관계변화 대안적용 경관요소변화

⇓

※붉은색 점은 조망점

현계획안 대비

대안적용시

천공 : +3.4%

근경 : -3.4%

천공: 21.4% 근경: 78.6% 천공: 24.8% 근경: 75.2%

현계획안 대비

대안적용시

천공 : +10%

근경 : -10%

천공: 24.8% 근경: 75.2% 천공: 34.8% 근경: 65.2%

[경관분석을 통한 대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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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재/피난 시뮬레이션2.6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FDS 등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STAR-CD CFD를 활용하여 건축물, 지하철 구간 및 역사, 터널 

등에서 화재 발생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시뮬레이션과 별도로 건물 사용자들의 피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피난대책의 타당성을 평가하

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드립니다.

[� 시뮬레이션� 개요� ]�

피난수단을 지정한 후 등거리 지도(Distance Map)를 사용하여 각 위치에서의 최단거리 또는 

미리 

    지정된 피난구까지의 거리와 최적 이동 경로를 계산하여 피난로를 지정

각 층 평면과 계단의 출구는 피난 통로가 되는 Link로 연결되며 최종 피난구(Exit)를 통과하면

    피난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해당 환경의 물리적 변수들을 입력하여 피난시 타인의 접근으로 인한 앞지르기, 몸의 회전, 

피난

   통로 찾기 등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면서 통로를 찾아가는 전체 피난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층피난 시간을 계산하여 수평피난시간 기준과 비교하여 안전성능을 검토

[ Simulex 의 수행 사례 ] 

BEL� Technology에서는� 화재/피난� 관련하여� 아래와�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Simule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건물내 피난성능을 평가하고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피난에 문제나 방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

피난대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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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토목시설의 일조/일사/조도 분석2.7 토목시설의 일조/일사/조도 분석

2.7.1� 도로구간�및�터널� 갱구부의�직광위험도�분석2.7.1� 도로구간�및�터널� 갱구부의�직광위험도�분석

터널 통행 차량의 명순응 시간 확보 및 운전자 시야각 내 직광 위험 차단을 위하여 연중 태양의 

고도 방위각에 따른 태양 위치와 직광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갱구부 조도순

응시설의 설치 타당성 평가, 규모 산정

도로부의 직광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대비가 가능하도록 직광 위험 구간 파악

     

Waldram Solar Chart를 이용한 직광위험도 분석(자체개발프로그램)

도로구간별 직광위험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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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구부 직광순응시설의 조도시뮬레이션 (Lightscape 3.2)

겨울철 여름철

남측갱구부           북측갱구부 남측갱구부           북측갱구부

2.7.2� 터널내부�조도2.7.2� 터널내부�조도

터널 조명은 터널에 접근/진입하여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각에 일어나는 복잡한 시각 특성의 변

화 및 심리적 반응과 터널 고유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주/야간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확보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터널조명은 터널 내의 조도와 휘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터널 내/외의 환경 변화에 쉽게 순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Lightscape 등 조도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터널 각 구간별 및 조명 설비 대안별로 

적절한 조명요건을 충족하여 안전한 운전환경과 에너지 절약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지 여

부를 평가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안 ALT-1 AL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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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결빙분석2.8 결빙분석

동계 도로면에 사입되는 태양일사열량 및 동계 도로표면온도 분석을 통하여 적설 및 강우시 도로표면

의 결빙 위험 구간(등급)을 분석하고 결빙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로 전구간에 대한 동계 태양일사열량 분석

도로 전구간에 대한 동계 도로표면온도 분석

태양일사열량 및 도로표면온도에 따른 도로표면결빙 위험도 분석

결빙 위험도 등급에 따른 결빙 위험 구간 설정, 대안고찰

취득 일사열량 해석

강설특성 및 결빙 시나리오 예측모델

   

교량상부 온도해석 결과 사례

12:00  ( 5.7℃) 13:00  ( 6.6℃) 14:00  ( 7.3℃) 15:00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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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안개해석2.9 안개해석

안개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운전자의 시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하게 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정지거리가 증가하게 되나 안개로 인한 시정이 나빠지게 되어서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게 됩니

다. 또한 안전한 시거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사고 발생 후 뒤따르던 차량이 전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쇄 충돌함으로써 사고가 대형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안개의 발생이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도로설계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안개발생 위험구간을 확률로 평가하고 시정거리를 예측하는 기법을 연구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지형조건에 따라 안개발생의 정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세가지의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으로써 안개분포 영역을 

풍향별로 상호비교하여 주변에 미치는 안개 영향의 범위와 소산시점까지의 형상을 파악합니다. 두 번

째로 노선의 지형학적 조건을 변수로 하는 FPI(Fog Potential Index ; 안개잠재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안개발생의 확률을 도로 Station별로 파악하고, 안개를 대비한 안전설비의 배치 및 개소에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로 FOG-SI(Fog Stability Index ; 안개안정성지수)를 사용하여 도로구간의 시정

거리를 macro한 스케일에서 파악하고 연중 안개발생일수와 발생지속시간을 산출함으로써 도로교통안

전 측면에서 안개에 대한 대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시합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세가지 방법론을 사용함 가장 정확한 안개해석 시뮬레이션 서비스

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안개해석 사례(SE 30m 지점) 안개해석 사례(E 5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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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바람에 의한 주행안정성 분석2.10 바람에 의한 주행안정성 분석

안전운행을 위한 위험풍속기준 설정

▪ 풍속/풍압

과업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이 바람에 의해 주행안정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위험풍속상태로 설

정하고 지역의 기상 특성을 반영하여 주행안정성 확보를 위한 차량 운행속도 감소 또는 운행 중지 

풍속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연중 풍향, 풍속 등 상세 기상데이터를 감안하여 차량 주행 위험풍속을 분석하

며, CFD(전산유체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기류의 방향과 속도분포, 풍압 등을 해석해드리고 있습니

다.

▪ 강풍에�의한�사고� 위험도� 분석

강풍에 의한 사고유형은 차량전도와 주행경로이탈 및 차량 수평회전 과다로 인해 정상적인 조향이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중 차량전도는 발생확률이 미미하므로 이웃차선으로의 침범 

즉, 주행성 상실과 관련된 주행경로 이탈 및 수평회전 과다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합니다.

▪ 강풍에�의한�사고유형별� 차량의�동역학적�특징

1) 주행경로 이탈 : 횡방향 변위가 큰 경우 

2) 수평회전 과다 : yaw 방향 각도가 큰 경우 

3) 전도 : 차량 바퀴의 반력이 0이 되는 경우 

차량에 작용하는 풍압의 분포 차량의 횡방향 운동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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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소음시뮬레이션2.11 소음시뮬레이션

2.11.1� 실외� 도로/철도소음�측정�및�예측시뮬레이션2.11.1� 실외� 도로/철도소음�측정�및�예측시뮬레이션

실외도로소음�예측� 및�측정의�필요성

건축환경 최근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증대대고 있으며,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집계된 환경분쟁 건수 중 약 87%정도가 소음·진동분야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

부에서는‘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73호, 2007.12.12)’에 의거하여 사업승

인과 사용승인단계에서 각각 도로교통소음의 예측과 현장측정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실외도로�및�철도� 소음� 예측�사례

실외 소음환경을 예측 프로그램으로는 CadnaA 3.7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ISO-9613 

Standard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음원의 지향성 및 기하학적 확산효과의 해석이 가능한 실외소

음 해석프로그램으로 보다 정확한 소음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적절한 방음벽등의 차음대책

을 검토하여 정온한 음환경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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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실내� 설비� 및� 기계� 소음영향�시뮬레이션2.11.2� 실내� 설비� 및� 기계� 소음영향�시뮬레이션

실내 설비, 기계소음영향 평가 필요성

최근 거주자들의 편의와 쾌적성등을 고려하여 실내 또는 건물의 벨트층 등의 공간에 다양한 종류의 

기계설비등을 배치하면서, 거주자들은 다양한 소음유발시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의 제

어를 위해서는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제어대책의 접근이 필요하며, 당사의 경우 최적의 제어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실내 설비, 기계소음영향 예측 사례

실내 소음환경을 예측 프로그램으로는 LMS사의 RayNoise 3.1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RayNoise 3.1

은 음선추적법(BTM)을 적용하여 실내 소음원의 외부전파, 기계실에서 인접실로의 소음투과등의 전반

적인 실내음향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복합소음원의 소음전파 해석 중간층 기계실에서의 실내소음 중간층 기계실에서의 실외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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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도로선형에 따른 일관성 및 안정성 평가2.12 도로선형에 따른 일관성 및 안정성 평가

2.12.1� 평가� 개요2.12.1� 평가� 개요

도로설계상 기본 고려 대상은 운전자, 차량, 도로 등 교통의 주요소에 대한 특성이며, 특히, 교통

류의 자연스러운 처리와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배제한 설계를 주안점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개념이 가급적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며 운전자가 느끼는 속도변화의 감각과 자연스럽

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됩니다.

당사에서는 토목구조물 설계안에 대한‘설계일관성’과‘주행가감속’변화의 평가를 통하여 설계안에 

의한 주행자의 심리적 요구속도(Desired Velocity, V85)와 도로 기하구조간의 조화를 고려한 안

전한 도로 설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12.2� 평가� 개요평가�기준2.12.2� 평가� 개요평가�기준

설계 일관성 평가기준                     주행 가감속 평가기준

평가기준 등급

0km/h≤| V85 - Vd | ≤10km/h 우  수

10km/h≤| V85 - Vd | ≤20km/h 보  통

| V85 - Vd | >20km/h 열  악

          

평가기준 등급

0km/h≤| V85,i - V85,i+1 | ≤10km/h 우  수

10km/h≤| V85,i - V85,i+1 | ≤20km/h 보  통

| V85,i - V85,i+1 | >20km/h 열  악

2.12.3� 도로선형에� 따른�주행자�심리분석2.12.3� 도로선형에�따른�주행자�심리분석

운전자의 감성은 주행시 기하구조의 적정성에 따라 느끼게 되는 운전 행위의 부하 및 주변환경

의 변화와 시야의 확보, 그리고 주변 밝기 등에 따른 주행 쾌적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주행시 운전자의 운전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선형 특성(곡률, 종단구배, 차량의 

쏠림, 시거, 조향감)과 운전자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의 변화율(지형지물, 천공, 도로

면 등) 그리고 지형에 따른 도로 개방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자의 주행 쾌적도를 평가

합니다.

주행쾌적도 지수 등  급

1.0 ～ 0.75 우  수

0.75 ～ 0.25 보  통

0.25 ～  0 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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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친환경 조경 특화계획2.13 친환경 조경 특화계획

환경관련(기류, 풍속, 습도, 온도, 숲내부 조도 등) 기후시뮬레이션

당사에서는 기존의 건축 및 기계분야에서 흔히 사용하던 CFD 해석을 조경 및 생태분야에 접목하여 

분야별 결과를 해석해드리는 국내 최초의 업계입니다. CFD 해석은 상용유체해석 프로그램인 

STAR-CCM+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수목식재 및 녹지에 따른 기류(습도) 저감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예시

녹화재료에 의한 에너지절감량 시뮬레이션 

전열해석프로그램인 PHYSIBEL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녹화재료별 연간 에너지절감량을 해석해드립니다.

아울러 LCC평가를 통해 경제성 검토도 함께 분석하여 최적의 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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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녹지배치가 외부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근 이상기후 및 도시기온 상승의 대표적 요인이 온실효과 즉, 열섬현상(Heat Island)라고 판단되며 

이런 도심 및 단지내 열환경 저감을 위해 대상지의 알베도, 식재 및 수공간,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

하여 열환경을 예측한다.

도시 미기후 분석 및 도시온도 저감을 위한 예측 모델

도시환경 해석을 위해 건축물, 도시, 토양의 관련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인 AUSSM 프로그램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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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차원 도시 Canopy 모델을 이용한다. 이를 활용하여 현재의 도시 환경성능을 평가하고 녹지 

등의 조성에 따른 온도 및 열환경 변화를 예측한다.

도시 및 대상지의 표면 및 외기온도 분석을 위해 열화상 촬용을 이용하는데, 열화상 촬영은 휴대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상지를 분석한다.

지표온도
옥상녹화유무온

도
토지피복변화 증발산량 방사량 경계조건

열화상 촬영을 통한 도시 및 지표면 온도 실측

지표면 및 피복상태에 따른 지표온도 및 열수지 특성 비교하여 드립니다.

장비는 휴대용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열화상 및 실화상을 동시에 촬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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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녹색건축인증2.14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용역의� 개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이후 지속적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

년 후반기 혹은 2011년에는 친환경건축물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에 대한 지

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요구와 인센티브가 증가하고 있으며, 분양성ㆍ분양가 및 임대료 상승 등의 직

접적 부가가치 상승효과에 대한 기대로 인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서울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의왕시, 창원시 등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취득을 실

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점차 타 광역시 및 지방으로 확대 시행되는 추세입니다. 

(주)비이엘테크놀로지는 국내 업계 최초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행 용역을 시작한 대표이사의 경험적 

노하우로 건축계획의 기초단계에서부터 건물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여 각종 친

환경 설계/시공요소 도입의 합리적 방안 제시와 전문적인 평가ㆍ의사결정 지원 및 인증 심사과정의 

일괄 대행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용역� Process

당사에서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취득에 국한하지 않고 인증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사 및 시공사의 

최소 비용투입에 대한 기술적 지원 그리고 친환경 건축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친환경건축계획이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인증진행에 있어 다소 설계변경/원가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상호간 협의를 통해 실

질적 도움을 드로고자 합니다.

인증의 목표가 친환경건축물의 실질적 구현에 있으므로 이를 목표로하면서도 전문 기술력을 도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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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친환경성능평가)2.1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친환경성능평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개요

1. 시행

  - 2009년 10월 19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09년 10월 20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시행

  - 2010년 10월 1일부터 에너지 의무 절감율 상향 조정(현 10~15% ⇒ 15~20%)

   * 에너지절감율: 2010년 6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위별 열관류율 및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평가 기준주택 대비 사용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

2. 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인센티브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성능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건축비 가

산비로 인정

  - 인센티브는 추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취․등록세 면제 예정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따른 에너지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 따른 중복문제가 있

어 에너지 성능 부분의 배점은 삭제

4. 승인조건 

  -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의 한 세대라도 최소 성능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 불가

  - 이행여부 확인 : 준공전에 해당 감리자가 확인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5. 전문기관 의뢰

  - 필요한 경우 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 의

뢰

  - 전문기관 검토결과에 따라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보완 요구 가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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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2.16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용역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당사는 인증기관 수준의 평가능력 및 건물에너지해석과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물에너지효율등

급 인증계획 컨설팅 및 대행 용역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수립 배경 및 목적

- 2001.11부터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자발적 신청제도

-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

- 표준주택과 비교한 신청주택의 총 에너지절감율을 계산하여 건물에 등급 부여

-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

- 등급 수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제공 (1등급 6%, 2등급 4%, 3등급 2%)

   (용적률, 조경면적, 녹핑제한 기준 등 선택분할 적용)

- 2010.1.1 : 업무시설에 대한 평가가 고시됐으며, 상세평가방법은 현재 미발표

인증등급 및 표시

·인증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표시 : 해당등급의 인증마크 사용 가능

관련규정 및 지자체 적용규정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14호)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2009.12.31)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평가지침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 (2007.08.16 예규 제705호)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2008.03.26)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2008.01.15)

  *2등급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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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및 컨설팅 절차

건축물에너지성능 분석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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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장비�및� 소프트웨어

연
번 품명 이미지 모델명

단가
(백만
원)

수량
제작회사

(국명)
설치
장소

도입
일자

사용
구분

1
StarCCM

+ V.10 25 2
CD 

Adapco社
(미국)

본사 2009
열유동
해석

2
Physibel 
Voltra V.6.2w 16.5 1

Physibel社
(벨기에)

본사 2009
3차원

전열해석

3
TRNSYS 
w.Trnflo

w
V.17 16 1

Univ. 
Wisconsin

(미국)
본사 2011 동적

열부하해석

4 Physibel 
Trisco

V.11w 16 1 Physibel社
(벨기에) 본사 2009 3차원

전열해석

5 열화상 
카메라

Ti29 12 1 Fluke
(미국) 본사 2011 적외선

촬영

6 DesignBu
ilder V.3.4 4 2

Design
Builder 

Software 
Ltd(영국)

본사 2011 동적
열부하해석

7 workstati
on

T7810 825W 
TPM 3.6 1 Dell

(미국) 본사 2015 해석 S/W
운용

8 Physibel 
Glasta V.5.0w 3.45 1 Physibel社

(벨기에) 본사 2011 1차원
투습해석

9 데이터로
거 GL820 2.53 1 (일본) 본사 2015 측정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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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디지털 

온/습도, 
기류계

975
airmeter

2.2 1
Fluke
(미국)

본사 2011
온/습도

기류속도 
측정

11
weathe

r 
station

Vantage 
vue

1.1 1
(미국)

본사 2015
기상데이터

측정

12 차압계 MP50 0.5 1 (프랑스) 본사 2015
압력차
측정

13 온습도 
로거 TR-74UI 0.43 4 (일본) 본사 2015 온습도

측정/저장

14 레이저 
거리계

424D 0.43 1 Fluke
(미국) 본사 2015 거리 측정

15 Design
Builder

V.4.7 2 2

Design
Builder 

Software 
Ltd(영국)

본사 2016 동적
열부하해석

16 Tablea
u - 1.3 1

Tableau 
Software

(미국)
본사 2016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17 SimCen
ter - 37 1

Siemens 
PLM 

Software(
미국)

본사 2016 열유동해석

18 Minita
b V.17 2 1 (미국) 본사 2016 데이터 

통계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