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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정량적정량적정량적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해석해석해석해석 툴의툴의툴의툴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정량적정량적정량적정량적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계산을계산을계산을계산을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국내국내국내국내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 없을까없을까없을까없을까????

좀좀좀좀 더더더더 쉬운쉬운쉬운쉬운 건물에너지건물에너지건물에너지건물에너지 계산계산계산계산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툴이툴이툴이툴이 없을까없을까없을까없을까????

건축주건축주건축주건축주, , , , 시공사시공사시공사시공사
건축사건축사건축사건축사, , , , 기술사기술사기술사기술사

Why?

When?

Who?

How?

본본본본 인증인증인증인증
((((건축물의건축물의건축물의건축물의 준공준공준공준공 승인승인승인승인 전전전전))))

예비예비예비예비 인증인증인증인증
((((건물의건물의건물의건물의 완공완공완공완공 전전전전))))

쉽고쉽고쉽고쉽고 직관적으로직관적으로직관적으로직관적으로 사용할사용할사용할사용할 수수수수 없을없을없을없을

까까까까????
((((기본기능기본기능기본기능기본기능 2~32~32~32~3일안에일안에일안에일안에 적응적응적응적응))))

–––– 외산외산외산외산 제품과제품과제품과제품과 비교비교비교비교

활용활용활용활용 방법은방법은방법은방법은????
((((인증을인증을인증을인증을 받기받기받기받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계산계산계산계산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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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폐기폐기폐기

01. CE3 소개 ----개요

* 건축설계건축설계건축설계건축설계 Process에서의에서의에서의에서의 CE3 Positioning Map

운영운영운영운영준공준공준공준공

* Architecture Design Process & LCC

감리감리감리감리시공시공시공시공실시실시실시실시 설계설계설계설계기본기본기본기본 설계설계설계설계계획계획계획계획 설계설계설계설계건축기획건축기획건축기획건축기획

‘‘‘‘예비예비예비예비 인증인증인증인증’’’’을을을을 위해위해위해위해
CE3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사용사용사용사용((((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본본본본 인증인증인증인증’’’’을을을을 위해위해위해위해
CE3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사용사용사용사용((((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매매매매매매매매 시시시시, , , ,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효율효율효율효율 등급등급등급등급 증명서증명서증명서증명서 필요필요필요필요!!!!

민간민간민간민간 부분에부분에부분에부분에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기존모델과기존모델과기존모델과기존모델과 비교비교비교비교 요구요구요구요구

* EIMS (Energ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건물운영단계에서건물운영단계에서건물운영단계에서건물운영단계에서 CE3CE3CE3CE3와와와와 연동연동연동연동 계획계획계획계획

-건물의건물의건물의건물의 리모델링리모델링리모델링리모델링 시시시시 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 에너지효율에너지효율에너지효율에너지효율 등급을등급을등급을등급을 재검토재검토재검토재검토 및및및및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 향후향후향후향후 발전발전발전발전 모델모델모델모델

* EIMS (Energ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건물운영단계에서건물운영단계에서건물운영단계에서건물운영단계에서 CE3CE3CE3CE3와와와와 연동연동연동연동 계획계획계획계획

-건물의건물의건물의건물의 리모델링리모델링리모델링리모델링 시시시시 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 에너지효율에너지효율에너지효율에너지효율 등급을등급을등급을등급을 재검토재검토재검토재검토 및및및및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

→→→→ 향후향후향후향후 발전발전발전발전 모델모델모델모델



COPYRIGHT © 2010 PND SOFT. ALL RIGHTS RESERVED.

6/43

‘Intelligent Communication’ – ㈜피앤디소프트

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2. CE3 소개소개소개소개 ---- 구현원리구현원리구현원리구현원리

Web 기반기반기반기반 Solution

Development

(IT Logic+Library) 

Convenience

(편의성+자동화) 

www.

KIHOO.co.kr

KIHOO
Application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효율효율효율효율 계산계산계산계산 Logic

Logic 개발개발개발개발
(국내실정)

Logic 이해이해이해이해
(국제표준)

건축건축건축건축 현장에서도현장에서도현장에서도현장에서도

확인확인확인확인 가능가능가능가능

Seamless KIHOO Solution!
for Construction Energy Efficiency

건물에너지건물에너지건물에너지건물에너지 계산계산계산계산 Logic

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

Energy =

+-%x~#?@    

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 에너지효율에너지효율에너지효율에너지효율

측정측정측정측정((((계산계산계산계산)))) 경험경험경험경험 (노하우)

IT Logic과과과과 융합융합융합융합

TOTOTOTO----BE BE BE BE 

ModelModelModel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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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Controller API : Common Library

CE3

Chart

Graphics

LogicSecurity

CE3 Common API : System Level Functions

iBATIS

SQL

Mapper

Layout Library

CE3

Library

External Connection Modules
Contents 

Library
JavaScript Library

* CE3 Platform

02. CE3 소개소개소개소개 ---- 구현원리구현원리구현원리구현원리

Service

Mobile Platform

Mobile Device Mobile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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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ing

용도용도용도용도
프로필프로필프로필프로필

난방기기난방기기난방기기난방기기
용량용량용량용량

창호창호창호창호
정보정보정보정보

Etc.

*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계산계산계산계산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02. CE3 소개소개소개소개 ---- 구현원리구현원리구현원리구현원리

Reporting
(결과물)

설계설계설계설계
도면도면도면도면

벽체벽체벽체벽체
구성정보구성정보구성정보구성정보

Etc.

공조공조공조공조 기기기기기기기기
용량용량용량용량냉방기기냉방기기냉방기기냉방기기

용량용량용량용량

신재생신재생신재생신재생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기기기기기기기기

용량용량용량용량

CE3 Solution

Calculating!

월 평균 외기온도

일사량

운전시간(일/월/년)
실내설정 조건

에너지 산출 기초 Unit

상이한 설정 조건의 경계

지역, 방위

벽체구성, Zone 크기

보일러, 제어

펌프, 배관 길이

냉동기, 냉각탑

제어, 펌프, 배관 길이

공조처리방식
가습/제습 여부

형광등, 백열전등

할로겐등

정보정보정보정보

입력입력입력입력

건축사건축사건축사건축사

설비기술사설비기술사설비기술사설비기술사

건축분야건축분야건축분야건축분야
분석요소분석요소분석요소분석요소

설비분야설비분야설비분야설비분야
분석요소분석요소분석요소분석요소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요구량요구량요구량요구량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소요량소요량소요량소요량

표준표준표준표준
기상기상기상기상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건물정보건물정보건물정보건물정보

난방난방난방난방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냉방냉방냉방냉방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공조공조공조공조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조명조명조명조명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1111차에너지차에너지차에너지차에너지
소요량소요량소요량소요량

COCOCOCO₂₂₂₂
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

IT Technology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열병합
신재생신재생신재생신재생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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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2. CE3 소개소개소개소개 ---- 구현원리구현원리구현원리구현원리

*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계산계산계산계산 기본기본기본기본 원리원리원리원리

건물건물건물건물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손실손실손실손실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에너지요구량 – 에너지 획득 요인들

= 설비부문 소요(필요) 조건

에너지획에너지획에너지획에너지획

득득득득

요인들요인들요인들요인들

내부내부내부내부 발열발열발열발열 요소요소요소요소 : : : : 인체인체인체인체, , , , 기기기기기기기기

조명조명조명조명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일사에너지일사에너지일사에너지일사에너지 등등등등

설비설비설비설비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손실손실손실손실

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

설비소요조건들 + 설비 에너지 손실

- (에너지 획득 요인들)

= 1차에너지(화석연료) 소요 요건

에너지획에너지획에너지획에너지획

득득득득

요인들요인들요인들요인들

설비부문설비부문설비부문설비부문

소요조건소요조건소요조건소요조건

1111차연료차연료차연료차연료

투입투입투입투입

설비시스템

에너지 손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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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3. CE3 소개소개소개소개 ---- 화면화면화면화면 구성구성구성구성

조회영역조회영역조회영역조회영역

입력입력입력입력 및및및및 수정수정수정수정 영역영역영역영역

메뉴영역메뉴영역메뉴영역메뉴영역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검색검색검색검색 및및및및 선택선택선택선택

PopPopPopPop----Up WindowUp WindowUp WindowUp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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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4. CE3 소개소개소개소개 –––– 개발개발개발개발 이론적이론적이론적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 ISO 13790 * DIN 18599



Part. II_ CE3 기능

01.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02. 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

03. Report 부문부문부문부문

04.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사용상의사용상의사용상의사용상의 유의점유의점유의점유의점 ((((타타타타 솔루션과의솔루션과의솔루션과의솔루션과의 비교비교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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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

CE3

Program

* * * * 기능의기능의기능의기능의 특장점특장점특장점특장점
1. 1. 1. 1.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 개별개별개별개별 모듈화모듈화모듈화모듈화

2. 2. 2. 2. 개인개인개인개인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3. 3. 3. 3. 직관적으로직관적으로직관적으로직관적으로 사용할사용할사용할사용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설계설계설계설계

지역지역지역지역 기상기상기상기상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공간공간공간공간

(Zone)

* 건축부문의건축부문의건축부문의건축부문의 CE3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

벽체벽체벽체벽체

구성자재구성자재구성자재구성자재

열전달저항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효율이효율이효율이효율이 높은높은높은높은 공간으로서의공간으로서의공간으로서의공간으로서의

건축설계를건축설계를건축설계를건축설계를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지원하는

최적의최적의최적의최적의 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CE3!

벽체벽체벽체벽체 창호창호창호창호
문문문문

건축사건축사건축사건축사

구조재

단열재

마감재

ZoneZoneZoneZone의의의의 운용운용운용운용 조건조건조건조건

((((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
면면면면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요구량요구량요구량요구량

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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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 Zone개념개념개념개념 도입도입도입도입

- Zone에 대한 Concept을 기반으로 CE3 프로그램 사용(사용자)

- CE3는 Zone Concept기반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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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

www.kihoo.co.kr
Web 기반기반기반기반,,,, 건물건물건물건물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성능성능성능성능 평가평가평가평가 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회원제)

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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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 프로젝트관리프로젝트관리프로젝트관리프로젝트관리 기능기능기능기능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네비게이션네비게이션네비게이션네비게이션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히스토리히스토리히스토리히스토리

건물건물건물건물

* 건물기본방위건물기본방위건물기본방위건물기본방위 변경변경변경변경
---- 면의면의면의면의 방위방위방위방위 자동자동자동자동 변경변경변경변경

West

South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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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공유공유공유공유 기능기능기능기능

대규모대규모대규모대규모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공유공유공유공유

건축설계부문과건축설계부문과건축설계부문과건축설계부문과 설비설계간설비설계간설비설계간설비설계간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공유공유공유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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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 벽체구성벽체구성벽체구성벽체구성 기능기능기능기능

벽체벽체벽체벽체 자재자재자재자재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기능기능기능기능

* 자재자재자재자재 순서변경순서변경순서변경순서변경

---- 마우스마우스마우스마우스 컨트롤로컨트롤로컨트롤로컨트롤로 변경변경변경변경

입력등록입력등록입력등록입력등록 : : : : 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 직접직접직접직접 등록등록등록등록

복사등록복사등록복사등록복사등록((((선택등록선택등록선택등록선택등록))))

---- DBDBDBDB의의의의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사용사용사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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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 벽체구성벽체구성벽체구성벽체구성 기능기능기능기능 –벽체벽체벽체벽체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 * * * 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

---- CE3 CE3 CE3 CE3 벽체벽체벽체벽체 DB DB DB DB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제공제공제공제공

* * * * 사용자정보사용자정보사용자정보사용자정보

---- 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 생성한생성한생성한생성한 DB DB DB DB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 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 여러여러여러여러 프로젝트에서프로젝트에서프로젝트에서프로젝트에서 생성한생성한생성한생성한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재재재재 사용사용사용사용 가능가능가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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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 벽체구성벽체구성벽체구성벽체구성 기능기능기능기능 ––––자재자재자재자재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 * * * 자재별자재별자재별자재별 검색검색검색검색

---- 속성속성속성속성 : : : : 구조구조구조구조, , , , 단열단열단열단열, , , , 마감마감마감마감, , , , 열전달저항열전달저항열전달저항열전달저항

* * * * 재질별재질별재질별재질별 검색검색검색검색

---- 콘크리트콘크리트콘크리트콘크리트, , , , 시멘트시멘트시멘트시멘트, , , , 벽돌벽돌벽돌벽돌, , , , 방습제방습제방습제방습제 등등등등

* * * * 재료명재료명재료명재료명

----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임의임의임의임의 검색검색검색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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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 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 관리관리관리관리 기능기능기능기능

* * * * 기본정보기본정보기본정보기본정보

–––– DBDBDBDB에서에서에서에서 24242424개개개개 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 기본기본기본기본 제공제공제공제공

* * * * 사용자정보사용자정보사용자정보사용자정보

---- 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 생성한생성한생성한생성한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별별별별 용도프로필을용도프로필을용도프로필을용도프로필을 검색하여검색하여검색하여검색하여

재사용재사용재사용재사용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기능기능기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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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 존존존존 정보정보정보정보 관리관리관리관리 기능기능기능기능

* * * * 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

----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기본설정 : : : : 기본기본기본기본 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용도프로필 DB DB DB DB 사용사용사용사용

----프로젝트설정프로젝트설정프로젝트설정프로젝트설정 : : : : 용포프로필에서용포프로필에서용포프로필에서용포프로필에서 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사용자가 생성한생성한생성한생성한 용도용도용도용도

프로필프로필프로필프로필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DB DB DB DB 사용사용사용사용

* * * * 조명부하조명부하조명부하조명부하 산출방식산출방식산출방식산출방식

계산치계산치계산치계산치 : : : : 용도프로필에용도프로필에용도프로필에용도프로필에 입력한입력한입력한입력한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입력치입력치입력치입력치 : : : : 조명밀도조명밀도조명밀도조명밀도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입력하면입력하면입력하면입력하면 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자동계산

* * * * 최소외기최소외기최소외기최소외기 도입량과도입량과도입량과도입량과 관련관련관련관련

* * * * 열회수기열회수기열회수기열회수기 유무유무유무유무 : : : : 폐열폐열폐열폐열 회수율을회수율을회수율을회수율을 입력입력입력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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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 면면면면 정보정보정보정보 관리관리관리관리 기능기능기능기능

* * * * 지중지중지중지중 지표면에지표면에지표면에지표면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기능기능기능기능 추가추가추가추가

* * * * 사용여부사용여부사용여부사용여부

---- 하나의하나의하나의하나의 면에면에면에면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 여러여러여러여러 가지가지가지가지 형태의형태의형태의형태의 면면면면 구성을구성을구성을구성을

다양하게다양하게다양하게다양하게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시뮬레이션을시뮬레이션을시뮬레이션을시뮬레이션을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기능기능기능기능

* * * * 블라인드블라인드블라인드블라인드 설치유무설치유무설치유무설치유무 : : : : 전동차양전동차양전동차양전동차양 기능기능기능기능 추가추가추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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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요구량에너지요구량에너지요구량에너지요구량 결과값결과값결과값결과값

결과값결과값결과값결과값 요약요약요약요약 분석분석분석분석

인쇄기능인쇄기능인쇄기능인쇄기능 : PDF: PDF: PDF: PDF 형식형식형식형식

결과값결과값결과값결과값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표시표시표시표시

결과값결과값결과값결과값 월별월별월별월별 분석값분석값분석값분석값 표시표시표시표시



COPYRIGHT © 2010 PND SOFT. ALL RIGHTS RESERVED.

25/43

‘Intelligent Communication’ – ㈜피앤디소프트

CE3 Program Introduction - 2010.0401.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건축설계부문

* 기본정보기본정보기본정보기본정보

*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기본정보기본정보기본정보기본정보

* 에너지요구량에너지요구량에너지요구량에너지요구량 분석분석분석분석

---- 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 1, 1, 1, 1차차차차 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 , , , 

CO2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 추정치추정치추정치추정치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 대략적인대략적인대략적인대략적인 각각의각각의각각의각각의 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 1, 1, 1, 1차차차차 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 , , , 

CO2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 추정치추정치추정치추정치 그래프그래프그래프그래프

----실질적인실질적인실질적인실질적인 소요량소요량소요량소요량 부분의부분의부분의부분의 정확한정확한정확한정확한 결과값은결과값은결과값은결과값은

설비부분이설비부분이설비부분이설비부분이 적용된적용된적용된적용된 후에후에후에후에 계산됨계산됨계산됨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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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

Program

설비기기설비기기설비기기설비기기
(열원/냉동 기기)

공조기공조기공조기공조기

공조기공조기공조기공조기

공조기공조기공조기공조기

FCU

* CE3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설비설비설비설비 주요주요주요주요 요소요소요소요소

02.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

신재생신재생신재생신재생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Zone별별별별

적용적용적용적용

태양광태양광태양광태양광 / / / / 태양열태양열태양열태양열

지열지열지열지열

공기조화공기조화공기조화공기조화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열열열열 병합병합병합병합

공급기기공급기기공급기기공급기기

배관망배관망배관망배관망

(냉난방)

바닥난방바닥난방바닥난방바닥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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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설계설비설계설비설계설비설계 부문의부문의부문의부문의 CE3 CE3 CE3 CE3 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

02.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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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기기설비기기설비기기설비기기 입력화면입력화면입력화면입력화면

02.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

* * * *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및및및및 열병합시스템열병합시스템열병합시스템열병합시스템

---- 연결유무를연결유무를연결유무를연결유무를 열원기기열원기기열원기기열원기기 및및및및 냉동기기에서냉동기기에서냉동기기에서냉동기기에서 선택선택선택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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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기기설비기기설비기기설비기기 Zone별별별별 적용적용적용적용

02.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설비설계부문

설비기기설비기기설비기기설비기기, , , , 공급시스템공급시스템공급시스템공급시스템, , , , 분배시스템분배시스템분배시스템분배시스템 존별로존별로존별로존별로 맵핑맵핑맵핑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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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에너지소요량 Report 화면화면화면화면

03.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Report 부문부문부문부문

* 1차차차차 에너지에너지소요량에너지에너지소요량에너지에너지소요량에너지에너지소요량 Report 화면화면화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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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신재생신재생신재생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분석분석분석분석

03.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Report 부문부문부문부문

* CO₂배출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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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장비장비장비 용량용량용량용량 산정산정산정산정과과과과 연간연간연간연간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해석해석해석해석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종류가종류가종류가종류가 다양다양다양다양하고하고하고하고

서로서로서로서로 해석해석해석해석 하는하는하는하는 계산계산계산계산 이론이이론이이론이이론이 상이하여상이하여상이하여상이하여 계산계산계산계산 결과가결과가결과가결과가 같은같은같은같은 건물에건물에건물에건물에 대해서도대해서도대해서도대해서도

다르게다르게다르게다르게 나와나와나와나와 결과에결과에결과에결과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신뢰성이신뢰성이신뢰성이신뢰성이 떨어짐떨어짐떨어짐떨어짐....

04. CE3 기능기능기능기능 ––––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사용상의사용상의사용상의사용상의 유의점유의점유의점유의점

조닝조닝조닝조닝 모델링모델링모델링모델링 상이상이상이상이01.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별별별별

계산계산계산계산 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프로세스 상이상이상이상이
02.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해석해석해석해석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난이도난이도난이도난이도03.

---- 건축물에건축물에건축물에건축물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조닝조닝조닝조닝 모델링은모델링은모델링은모델링은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별로별로별로별로 차이가차이가차이가차이가 있어있어있어있어

실제실제실제실제 해석해석해석해석 결과가결과가결과가결과가 일치하지일치하지일치하지일치하지 않을않을않을않을 수수수수 있음있음있음있음....

---- 대부분의대부분의대부분의대부분의 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해석해석해석해석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운영운영운영운영 난이도가난이도가난이도가난이도가 높음높음높음높음....

----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계산계산계산계산 프로세스상프로세스상프로세스상프로세스상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해석은해석은해석은해석은 기본설계기본설계기본설계기본설계 단계와단계와단계와단계와 실시설계실시설계실시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단계에서단계에서단계에서

모두모두모두모두 운영되어야운영되어야운영되어야운영되어야 하나하나하나하나 높은높은높은높은 운영운영운영운영 난이도난이도난이도난이도 등으로등으로등으로등으로 인해인해인해인해

사용자에사용자에사용자에사용자에 따라따라따라따라 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해석이해석이해석이해석이 상이할상이할상이할상이할 가능성이가능성이가능성이가능성이 높음높음높음높음....



Part. III_ CE3 적용사례 & 기대효과

01. 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

02. 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

03. 맺음말맺음말맺음말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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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칭런칭런칭런칭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01. 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

시
범

지
구

시
범

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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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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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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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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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지
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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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인진행중인진행중인진행중인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01. 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

* 나성초등학교 * 성남탄소제로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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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패시브하우스 주택 * 그린홈 시범주택

* 진행중인진행중인진행중인진행중인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01. 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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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건물건물건물건물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패러다임패러다임패러다임패러다임 변화변화변화변화””””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 절감절감절감절감 고려고려고려고려 설계설계설계설계

실무자가실무자가실무자가실무자가 쉽게쉽게쉽게쉽게 적응적응적응적응

외산외산외산외산 솔루션솔루션솔루션솔루션 대체대체대체대체

수익성수익성수익성수익성 접근접근접근접근: : : : 유지비용유지비용유지비용유지비용 절감절감절감절감

적극적적극적적극적적극적 홍보홍보홍보홍보 마케팅마케팅마케팅마케팅

건물건물건물건물 에너지효율에에너지효율에에너지효율에에너지효율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의식의식의식의식 전환전환전환전환

적극적적극적적극적적극적 참여참여참여참여 의식의식의식의식 전환전환전환전환

Paradigm

Shift

건축주건축주건축주건축주

02. 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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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not evenly distributed.”
- William Gibson

“PND Soft는 건축IT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3. 맺음말맺음말맺음말맺음말



“Thank You!”
www.ki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