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2 인재확보 및 육성 전략

4 지속적 성장가능성

3 기술혁신 역량

1 ㈜우원엠앤이 소개



1.1 기업 현황

1.2 기업 연혁

1.3 기업 조직도

1.4 사업 영역

1.5 수상 실적



4 / 42
4 / 41

법인명 C.I (Corporate Identity)

 ㈜우원엠앤이

기업 비전 • 미래지향적 쾌적 환경창조를 위한 건축설비기술의 선두주자

 정사각형은경제적이고열손실이최소인건축물을뜻하며, 

7개의정사각형은다양한용도의건축물을뜻함

 ㈜우원엠앤이의도메인주소는사명을숫자로변환한것이며, 

숫자도메인주소는국내에유일함 (www.300302.com)

1.1 기업 현황

http://www.30030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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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혁

1.2 기업 연혁

 1982.10.07 우원설비주식회사설립

 1982.10.07 우원설비연구소 설립

 1982.12.29 전문건설업(설비)면허취득

 1983.01.07 영업개시

 1983.05      개인 기술용역업 등록

 1985.01.22 우원설비연구소와우원설비(주)통합

 1985.01.2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기계, 건축설비, 소방설비)

 1985.08.29 소방설비공사업면허취득

 1985.10.01 T.A.B 사업부 신설

 1987.11.18 전국 ENERGY 절약 촉진대회 국무총리상수상

 1989.11.22 과학기술처기업부설 우원설비연구소 등록

 1994. 주식회사우원으로 상호변경

 2001.07.21 (주)우원 M&E 로 업종분리

 2001.07.30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최초신고 1993.06.09)

 2001.07.30 소방시설업등록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2001.08 GEF운동참여약정체결 -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설계적용

 2001.09.04 감리전문회사 등록 (최초신고 1996.02.05)

 2003.02.26 제2회기술사의 날 과학기술부장관표창 수상

 2004.10.18 제1회엔지니어링의날 대표이사대통령과학기술포장 수훈

 2004.11.24 대한 설비공학회 기술상 수상

 2005.01.24 소방시설업등록 -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

 2008.11.29 신림동 사옥 이전

 2012.10.18 제9회 엔지니어링의날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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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9본부)

1.3 기업 조직도

 해외 설비설계전문회사(Syska Hennessy, Cosentini 등)의 경우 인원이 약 1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인원은 85명으로전문 인력이 많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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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설계

(타당성 분석,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BIM설계, 현장지원업무)

BIM 설계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소방 방재 설계

(소방기계및 전기설계, 성능위주설계. 화재시뮬레이션)

연구 과제 용역 / 시뮬레이션 / LCA & V.E / 인증

(국책과제, 민간과제, 에너지, 전산유체역학, 배관망 / Life Cycle Cost Analysis & 

Value Engineering)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Construction Management & Supervision)

사업 영역

1.4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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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계산 및 장비 선정

(타당성 분석, 기획설계, 계획설계)

빌딩 에너지성능 컨설팅

(Building Energy Efficiency Consulting & Post Occupancy Evaluation) 

친환경 인증 컨설팅

(Eco-friendly Engineering Consulting & Certification)

시뮬레이션 / LCA & V.E

(에너지, 전산유체역학, 피난 등 / Life Cycle Cost Analysis & Value 

Engineering)

연구 과제 용역

(국책, 민간)

부설연구소

1.4 사업영역

바람길 시뮬레이션

기계환기 시뮬레이션

건물 에너지 컨설팅 및 인증

CFD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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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실적

1.5 수상 실적

① 2012.11.26 한국설비기술협회, 황동곤 연구소장,

기술상 수상

② 2012.10.18 산업통상부, 박봉태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수훈

③ 2009.11.12 지식경제부, 변운섭 부사장, 

에너지절약촉진대회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④ 2009.11.09 관악소방서, 박봉태 대표이사, 

제47주년 소방의 날 표창 수상

⑤ 2008.06.26 대한설비공학회, 변운섭 부사장, 

하계학술발표대회우수논문상 수상

⑥ 2004.11.24 대한설비공학회, 변운섭 부사장, 

기술상 수상

⑦ 2004.10.18 과학기술포장, 박봉태 대표이사, 

제1회 엔지니어링의날 과학기술포장 수훈

⑧ 2003.02.26 과학기술부, 변운섭 부사장,

제2회 기술사의 날 과학기술부장관표창 수상

⑨ 2001.11.27 한국품질인증센터, 우원M&E, 

ISO 9001 인증

⑩ 1987.11.18 우원M&E, 

제13회에너지절약촉진대회국무총리 표창 수상

1 2 3 4

5 6 7 8



2.1 R&D 인력

2.2 인재확보 및 육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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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D 인력

㈜우원엠앤이 인력 현황

 기술사 5명(총 인원 대비 6.3%), 박사 4명, 석사이상(25명, 31%)

 부서간 이동을 통한 연구개발 인력 비중 확대 가능

 고학력 인재 지속적 채용으로 R&D 능력 향상 (연구소 인력 전원 석사이상)

 25년 이상 근속자 4명, 15년 이상 근속자 3명, 5년 이상 근속자 16명

 실무 경력 년수 45년 이상 1명, 35년 이상 3명, 25년 이상 6명, 15년 이

상 12명, 5년 이상 28명

2013년 기준

장기근속인력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학력별인력구성비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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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재확보 및 육성 전략

인재확보 전략

[㈜우원앰엔이홍보물]

[장기근속 표창 축하 사진]

• 재직자 전문교육 및 학위 취득을 위한 지원 (재직중 박사학위 취득 지원)

• 대학교 학생 인턴, 실습생 (매년 5~6명)을 통한 전문 능력 교육 및 취업 유도

 관련 학과 교수들과의 연계를 통한 대학원(석사, 박사) 추천인재 등용

 사내 홍보물을 마련하여 각 대학 홍보팀 전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 공학 리더 양성 사업” 참여

 국민대학교 “스마트 설비 엔지니어링 인력양성 고급트랙 연구과제” 참여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M.O.U 체결 및 협업으로 인재 양성

다양한경로를통한고급인재등용

재직자육성지원및 대학생인턴 고용

 5년 이상 단위 장기근속 표창 및 지원금 제도

 매년 업무 우수자 표창 및 지원금 제도

 회사 개선 제안 우수자 포상

다양한혜택및 지원을통한 장기근속유도

 사내 기술사 과정 개설

 기사 및 기술사 자격증 취득자 추

가 자격증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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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에서 사내/외부 초청교육 계획 수립

 월 1회 이상 외부초청 교육 실시 (매월 3주차 수요일 실시)

 월 3회 별도주제로 사내 발표 실시 (매주 수요일, 실장급이상)

인재육성 전략

2.2 인재확보 및 육성 전략

 OJT(On-the Job-Training) 실시

• 직급 및 능력을 고려한 업무분배 (팀별 프로젝트 수행)

• 사수/부사수 제도 (신입사원 적응력 향상 및 기본 업무 교육)

신입사원교육

정기적인다양한사내교육 / 초청교육실시

 자기업무수행 능력 평가 – 스스로 평가를 매겨 고가에 반영

 임원진 업무수행 능력 평가 - 각 부서별 본부장이 실무자 업무수

행 능력 평가를 고가에 반영

성과관리제도

[OJT(On-the Job-Training) 교육]

[사내 기술교육] [외부전문가초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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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능력 및 경쟁력 확보

2.2 인재확보 및 육성 전략

• 매년 정기적 학술발표대회 참여

- 최신연구동향 및 신기술 정보 습득

- 관련 분야 저널, 논문 작성 및 학회 발표 (매년 4~5편 발표)

• 다양한 포럼 및 세미나 참여

- 최근 이슈동향 파악 및 타분야 인맥 형성

• 해외 프로젝트 협업과 업무 공유에 의한 기술 정보 습득

국내/국외기술 경쟁력확보및 기술력육성

• 당사 설계 현장견학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분기별)

- 실제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업무 이해력 증진

• 2월(팀장급이하), 10월(실장급이상) 직급별 사내시험을 통해 직

무 실력 향상 및 포상

전문기술및 능력 유지전략

[사내시험 성적우수자]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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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종 류 시 기 활동내용

대한설비공학회
(SAREK)

하계, 동계
학술발표대회

하계 : 6월
동계 : 
11월

논문발표

한국건축친환경설비
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11월
논문발표
또는 참석

IBS Korea
ICIBS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6월

논문발표
또는 참석

한국초고층건축포럼
(KSTBF) 

춘계, 추계
국제심포지엄

춘계 : 4월
추계 : 
11월

포럼 참석

한국그린빌딩협의회
(KGBC)

추계학술강연회 11월
강연회
참석

학회논문발표및참가 (매년 4~5편발표)

2.2 인재확보 및 육성 전략

단체명 종 류 시 기 활동내용

한국지열에너지학회
(KSGEE)

학술강연회 12월
강연회
참석

한국신재생에너지협
회

(KNREA)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세미나

11월
세미나
참석

한국화재소방학회
(KIFSE)

춘계, 추계
학술발표회

춘계 : 4월
추계 : 11월

세미나
참석

한국터널지하공간학
회

(KTA)

추계학술발표회 10월
세미나
참석

빌딩스마트협회
(Building Smart 

Korea)

BIM Conference 10월
워크샵
참석

 국내 1군 건설사 기계, 전기부서에 설계 실무교육 출강

(교육자 : 변운섭 부사장, 황동곤 연구소장, 채규호 본부장, 이송우 본부장, 이종신 본부장)

 국내 유명대학 출강 – 건축학과/건축공학과 후진 양성

(박봉태 대표이사 :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부경대학교 객원교수 활동)

(변운섭 부사장 :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숭실대학교, 홍익대학교 출강)



3.1 혁신 역량

3.2 실적 및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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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술혁신 역량

기업과 직원 모두를 위한 업무환경 조성

• 분기별 마지막주 금요일 자료 정리 및 대청소 실시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공용부 및 사무실 미관용 화분 주기적 교체

• 매주 금요일은 야근 없는 날(가족의 날)

• 휴식시간(매일 오후 2시 25분) 국민체조 실시를 통한 재직자 건강 확보

• 화장실에 업무 관련 기술 용어 부착 후 주기적 교체

철저한기본 준수 및 효율적업무환경조성

[화장실 기술용어 부착, 공용부 환경 개선]

• 분기별 대청소 후 Happy Day(전 직원 단합회) 행사를 통한 단합 도모

• 춘계 야유회, 추계 워크샵 매년 실시

• 분기별 1회씩 문화의 날 행사 실시(연극, 공연, 영화, 스포츠 등 관람)

[Happy Day 행사]

[일본 추계 워크샵 (2012년 11월)]

임직원결속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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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자료 표준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검토, 계산
도면작성방법 제공

반복적인 업무와 비용절감
잦은 인수인계로 인한 호환성 제공

저품질 예방, 
소비자의 고품질
제품 선택 도움

업무 효율화 및 시간절약

3.1 기술혁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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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표준 양식 활용

▶ 계약서, 공문, 회의록등

▶ 도면표준 폼, 계산서표준폼, 시방

서 표준폼 등

▶회사 CI, 전자결재등 그룹웨어 활용

설계 매뉴얼 활용

▶건축기계설비설계매뉴얼 (총 3권)

▶건축기계설비시스템매뉴얼

▶건축기계설비도면작성매뉴얼

▶건축기계설비법규집등

1) 사내 자료 표준화

3.1 기술혁신 역량

• 문서 표준화로 업무 효율성 및 도서품질 향상

• 설계 매뉴얼은 기초 이론적인 부분부터 실무적인

내용까지 초심자가 이해하기 쉽고, 경력자가 관련

자료를 검토 할 수 있도록 각 권 별 주제를 정하여

구성

• 설계 매뉴얼은 국내 설비업계 최초이며 유일함

(저작권 등록)

• 매년 신규 내용 업데이트



20 / 42
20 / 41

3.1 기술혁신 역량

2) 국제 표준 활용

국제 설계기준 적용

▶ IBC, IMC, IPC, IECC등국제 Code

의 한글화및 활용

▶ASHARE Standard, Guideline을

매뉴얼에번역수록하여활용

▶AIA MasterSpec(미국건축학회시

방) 한글화활용



21 / 42
21 / 41

3) DB 관리

3.1 기술혁신 역량

DB 이중보관

▶스토리지서버 (하드드라이브)

▶광학디스크 (DVD)

▶반기별(6월, 12월) 서버 DB 자료취합

•숙박, 전시, 교육, 업무 등 용도별 구분

•현상설계, TK, BTL, 기술 제안, 마스터

플랜, 연구 제안 등

•연도별 설계 자료

•설계기준, 논문, 보고서, 기사, 관보 등

•친환경 인증 제도, 실적 등

•연구 과제 자료

•각종 양식, 업무관련 프로그램 및 툴

설계 자료 관리

프로젝트 관리

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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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법시행을위한에너지/공조/환기분야 등 기술기준연구

(2018. 10 ~ 2019.4,, 대한설비공학회)

2. 지역난방공동주택규모별상설표준열사용량분석및 활용연구

(2018. 9 ~ 2019. 5, 한국지역난방공사)

3. 품셈개정조사연구용역(건축기계설비엔지니어링)                              

(2018. 7 ~ 2018. 1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4. 장수명주택개발평면을대상으로가변성과수리용이성을고려한설

비 검토및 VE 분석연구용역 (2018. 7 ~ 2018. 10, 서울도시공사)

5. 신재생열공급설비와기존열원설비의연계배관기본설계용역

(2018.  ~ 2018.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흡수식냉동시스템운영비절감방안연구

(2018. 5 ~ 2019. 10, 한국지역난방공사)

7. 정유량급탕환수시스템적용연구

(2018. 3 ~ 2019. 3, 한국지역난방공사)

8. 건물유형별(업무, 의료시설) 스마트에너지분석및 운영가이드개발

(2018. 3 ~ 2018. 11, 한국에너지공단)

9. 대형종합병원건물에너지 15% 절감을위한 수요대응형 BEMS 최
적화솔루션 (2017. 12 ~ 2018. 10,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책과제)

10. 일반건물단위냉방부하기준개정 및 부하율최적화연구
(2017. 6 ~ 2019. 1,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건물단위냉방부하및 부허율연구장수명주택의가변성과수리용이성을고려한설비검토

3.2 실적 및 보유기술

DHWS

DHWR

55℃

38~45℃

75℃

35℃

 

WS

15℃

46℃ 44℃ 45℃ 40℃ 43℃ 38℃

다이렉트 리턴으로 
배관비용 절감

세대 정유량 밸브 
설치

1) 최근 연구과제 실적 (총 4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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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소문한진임대아파트난방방식비교분석용역

(2017. 5 ~ 2018. 8,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12. 방연구조지침및 방연설비개발

(2016. 12 ~ 2019. 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 지역냉방설비시장조사및 설치효과분석

(2018. 7 ~ 2018. 1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4. 원내감염예방을위한국내의료시설건축·설비계획실태조사

(2016. 8 ~ 2016. 9,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5. 신재생열공급설비와기존열원설비의연계배관기본설계용역

(2018.  ~ 2018.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 BEMS KS기반의설계・시공・운영・관리기술개발및 실증

(2015. 8 ~ 2020. 10, 국토진흥원 국책과제)

17. 다실제어공동주택지역냉방의사용패턴연구

(2015. 12 ~ 2018. 12, 한국지역난방공사)

18. 지역냉방보조금지원기준개선연구

(2015. 5 ~ 2015. 8, 한국에너지공단)

19. 수락산역승강장환기량계산및 최적운전패턴도출을위한연구 용

역(2015. 1 ~ 2015. 6, 한양대학교)

20. 도로터널내 재난구조및 유지관리시스템개발

(2014. 9 ~ 2016. 9, 국토진흥원 국책과제)

원내감염예방을위한국내의료시설 실태조사
BEMS KS기반의설계・시공・운영・관리기술

개발및실증

1) 최근 연구과제 실적 (총 40여건)

3.2 실적 및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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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공조 시스템 적용 평가

21. 목동열병합발전소 굴뚝개선사업 검토용역

(2014. 7 ~ 2014. 10, SH공사)

22. 기존 병원시설 HVAC 설비사례 및 설계DB 구축

(2014. 7 ~ 2014. 10, SH공사)

23. 제습냉방 사용자설비 품질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성능개선

연구 (2014. 3 ~ 2015. 11, 한국지역난방공사)

24. 상업용 · 업무용 건물의 지역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

(2013.10 ~ 2013. 11, 한국에너지공단)

25. 서울시 대형건물 에너지 절감 컨설팅 용역

(2013.11 ~ 2014. 8,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26. 공동주택 중앙 냉난방시스템 설계 구체화 연구

(2013.04 ~ 2013.12, GS건설)

27. 해양 문화공간을 위한 정주형 플로팅 건축설계 기술개발

(2013.06 ~ 2015.6, 구토진흥원 국책과제)

28. 도시방재를 위한 지하공동구 이상기류 감지 및 환기제어 시스템

개발 (2013. 5 ~ 2016. 5, 소방방재청 국책과제)

29. 건물에너지성능 평가모델 및 성능개선 프로세스 표준화 개발

(2011. 10 ~ 2012. 10, 건설기술평가원 국책과제)

30. SH2030 공동주택 에너지사용계획 세부기준 수립

(2011. 9 ~ 2012. 9, SH공사 친환경에너지팀)

SH2030 공동주택 에너지사용계
획 세부기준 수립

제습냉방 사용자설비 연구

1) 최근 연구과제 실적 (총 40여건)

설비시스템 Low-energy 
Solution Set 개발

3.2 실적 및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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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초고층대형오피스빌딩을위한혼합 공조시스템적용평가

(2011. 8 ~ 2012. 7, LG전자(주) CAC사업부)

32. K-MEG(Korea Micro Energy Grid) 1세부

(2011. 7 ~ 2014. 10,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책과제)

33. K-MEG(Korea Micro Energy Grid) 3세부

(2011. 7 ~ 2013. 6,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책과제)

34. 설비시스템 Low-energy Solution Set 개발

(2011. 4 ~ 2012. 10, 삼성물산 빌딩사업부)

35. 저에너지친환경공동주택을위한 냉·난방에너지분석및 절감에관

한 연구 (2011. 4 ~ 2012. 9, 포스코건설 연구소)

36. 제습냉방용사용자공급최적시스템실증화및 제도정립

(2010. 6. 01 ~ 2013. 10. 31, 에너지기술평가원 국책과제)

37. 초고층건축물기계설비의설계기준용역

(2011. 4 ~ 2011. 10,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부)

38. 녹색융복합핵심엔지니어링기술개발 – 에너지저감환경기술개발

(2009. 8 ~ 2014. 10,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책과제)

39. 서울시 2030 그린디자인건축설계기준작성

(2010. 5 ~ 2011. 2,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40. 공동주택주방환기시스템가이드라인및 도면작성

(2010. 7 ~ 2010. 12, 삼성물산 프로젝트 추진실)

서울시 2030 그린디자인건축설계기준작성

1) 최근 연구과제 실적 (총 40여건)

3.2 실적 및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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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등록 현황

• 등록번호/일자 : 10-1230741 (2013.01.31)

• 출원인 : (주)우원엠앤이

 발명자 : 1. 박봉태, 2. 황동곤

• 등록번호/일자 : 10-103492 (2011.05.03)

• 출원인 : 이성락, (주)우원엠앤이

• 발명자 : 1. 이성락, 2. 정남기

3.2 실적 및 보유기술



27 / 42
27 / 41

3) 저작권 등록 현황 (총 9건)

N

o
저작물 명칭 저작물종류 등록일자 등록번호

1
건축기계설비

설계 매뉴얼 (제1,2권)
편집 저작물 2010. 01. 19 제 C-2010-000736호

2
건축기계설비

도면작성 기준서
편집 저작물 2010. 01. 19 제 C-2010-000737호

3
(주)우원엠앤이

문제은행집
편집 저작물 2010. 01. 19 제 C-2010-000738호

4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시방 (한글)
어문 저작물 2010. 01. 25 제 C-2010-000939호

5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시방 (영문)

어문 저작물

2차적 저작물
2010. 01. 25 제 C-2010-000940호

6
건축기계설비

시스템 매뉴얼
편집 저작물 2010. 01. 25 제 C-2010-000941호

7 기계계산서 편집 저작물 2010. 01. 25 제 C-2010-000942호

8 기계설비 설계설명서 편집 저작물 2010. 01. 25 제 C-2010-000943호

9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Mechanical Engineering)

어문 저작물 2010. 02. 05 제 C-2010-001680호

3.2 실적 및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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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주요 프로젝트 실적 (약 2,000여건)

프로젝트명 연면적 건축규모

인천 151타워 662,303 ㎡ 지하2층, 지상151층

일산 차이나 타운 25,349 ㎡ 지하7층, 지상81층

송도신도시 컨벤션 콤플렉스 361,871㎡ 지하3층 지상68층

송도 신도시 125블록 주상복합 531,721 ㎡ 지하2층, 지상63층

서울국제금융센터 (SIFC) 494,551 ㎡ 지하7층, 지상 최대55층

서울시 IT 콤플렉스 72,424 ㎡ 지하6층, 지상21층

서울시 신청사 90,788 ㎡ 지하5층, 지상13층

상암동 MBC 신사옥 신축공사 148,754 ㎡ 지하3층, 지상13층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98,706 ㎡ 지하1층, 지상5층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189,614 ㎡ 지하1층, 지상5층

충남도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 103,272㎡ 지하2층, 지상7층

[서울시 신청사]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

3.2 실적 및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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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주요 프로젝트 실적 분포도

3.2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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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주요 프로젝트 실적

프로젝트명 연면적 건축규모

사우디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31,031㎡ 지상 3층

이라크 크루드 중앙은행 신축공사 66,000㎡ 지하1층~지상15층

오만 도파르 주청사 37,547㎡ 지상4층

아제르바이잔 바큐 올림픽스타디
움

496,000㎡ 지하1층~지상5층

캄보디아 AEON Mall Project 103,758㎡ 지상 5층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비즈니스센
터

4,999㎡ 지상 1층

필리핀 마닐라 아레나 70,270㎡ 지상3층

베트남 108국방부 중앙병원 132,000㎡ 지하1층~지상20층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611,573㎡
지하2층~지상70층
지하2층~지상48층

베트남 다낭 시청사 신축공사 67,642㎡ 지하2층, 지상7층

몽골 MCS HEADQUARTERS 33,900㎡ 지하1층~지상27층

싱가포르 시게이트 디자인센터 제
안설계 외 다수 (17개 국가)

41,983㎡
지상10층

[베트남 108국방부중앙병원]

[사우디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3.2 연구실적 및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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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유기술을 통한 사업화 실적

건물에너지소비총량예측프로그램(BESS) 개

발

•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총량 예측 프로그램(BESS)』을

당사에서 개발(2011년)하여 심의시 활용

• 년간 640억을 절약하고 에너지소비량(3억9000 ㎾h) 및 탄

소배출량을 9만6000톤 감소시키는데 기여 (보도자료)

국내최초공공건물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외 다수인증

• 충남도청사로 공공건물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300kWh/㎡ yr 이하) 예비인증을 받는데 일익을 담당(2012. 

2)

• 충남도청사 외 서울시 신청사, 완주군청사, 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 성북세무

서,   영화진흥위원회 등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다수

[서울시 건물 에너지 소비총량 예측 프로그램(BESS)] [왼쪽부터 서울시 신청사, 충남도청사, 완주군청사에너지효율등급본인증 및 예비
인증)]

3.2 실적 및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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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유기술을 통한 사업화 실적

아시아경제 최종수정 2011.02.16 11:20기사입력 2011.02.16 11:2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21611083599140

기사입력 201102-16 11:15 

3.2 실적 및 보유기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2161108359914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21611083599140
http://www.yonhapnews.co.kr/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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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유기술을 통한 사업화 실적

에너지 절약 설계기술 전파

• 수많은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설계에 에너지 절약적인

설계기술을 적용

• 에너지 절약 설계기술을 통해 건물 에너지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거둠

국가기반시설 및 해외프로젝트를 통한 국위선

양
•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70층), 베트남 다낭시청

사(34층), 주일일본대사관, 이라크 중앙은행 등

대규모 해외설계프로젝트의 건축기계설비설계에 참여

[주일본대사관청사 관저 재건축]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 [캄보디아 프놈펜 IFC] [베트남 다낭시청사]

3.2 실적 및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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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유기술의 우수성

초기 설계단계에서 부터 에너지 효율적 설계

향후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계설비 시스템 설계

보유기술의
우수성

기계설비
설계 기술

기계설비
설계 품질
향상 기여

선진
설계기법 적용

국제 Standard, Code, Guideline, Specification 등을 적용

Site 특성 반영한 설계조건 설정, 부하계산과 분석

기획-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 및

리모델링까지의 생애비용을 분석(LCC)하여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효율적인 설비시스템을 설계

에너지 관련 건물에 대한 공조ㆍ냉동, 위생, 자동제어, 소방 등

전반적인 기계설비 설계의 질적 향상

현장 감리를 통하여 기계설비 설계기술의 정착화 기여

3.2 실적 및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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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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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영 철학

기업 가치

조 직
문 화

 자신을 위해 일하며, 업무 책임감을 바탕

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이 가득한 조직 조

성

핵 심
가 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

 창의적인 장인정신을 겸비한 우수한 핵심인재들의 역동성

 기술력과 기업 신뢰성에서 한국 최고의 엔지니어링 기업을 실현

경 영
철 학

 새로운 기술 및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장인정신

 인간에게는 쾌적함을, 산업계에는 첨단기술을 제공

 엔지니어링기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연구와 시스템 개발

노력

대표자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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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회의 운영

프로젝트 선정

▶ 규모, 일정

▶ 프로젝트중요도

▶ 특이사항고려

V.E 검토

▶안건선정및 주요 이슈사항

▶주요시스템기본계획

(열원, 공조,시환기, 위생,        

신재생에너지등)

V.E 공유

▶ 주간 V.E 회의

▶ 검토결과공유

▶ 보완계획언급

 매주월요일 9:00 임원 회의실에서진행

 매달초프로젝트선정후 담당자에게전달

 프로젝트선정시에는중요성과특수성을고려

 담당자가전반적인내용을 PT 발표후, 임원들의질의, 응답

 주요시스템의기본계획위주로검토, 조언

[V.E회의모습]

4.2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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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회의 운영

프로젝트 선정

▶ 규모, 일정

▶ 프로젝트중요도

▶ 특이사항고려

QC 검토

▶안건선정및 주요 이슈사항

▶부서간상호도서검토

(도면, 계산서,시방서등)

QC 공유

▶ 주간 QC 회의

▶ 검토결과공유

▶ 보완계획언급

 매주목요일 8:00 임원 회의실에서진행

 매달초프로젝트선정후 담당자에게전달

 프로젝트선정시에는중요성과특수성을고려

 담당자가전반적인내용을 PT 발표후, 임원들의검토의견

및 질의응답

 담당자는검토의견을프로젝트에반영/보완하고각 본부와

결과공유

[Q.C회의모습]

4.2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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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사례

4.2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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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노하우 및 개선점에 대한 토론을 토대로 회사발전 기여

• 이슈 프로젝트 설계 내용을 공유하여 프로젝트 간접 경험

• 다양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여 회사내 기준 및 표준 정립

(현재 도면 품질 향상을 위한 상세도 표준화 작업 중)

• 법규 개정 내용 공지

실장급 회의 (실무자 토론, 매주 수요일 오전 8:00~8:40)

• 전문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로 전문성 향상

•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e-Plus,Transys, TRACE 700등), LCC, VE 등으로 전

문적인 업무의 범위 확장

• 신재생에너지, 초고층, 지하철·터널환기, BIM, 소방 등의 전문위원회 구성, 소속되어

활동하여 신기술 습득 및 기술 축적

• 기술향상을 위한 외부 초청교육 지속적 실시 (TA 수배관 프로그램 교육 중, 매주 월요

일 저녁)

전문성 강화

4.2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실장급 회의 모습]

[외부 초청교육]



41 / 42
41 / 41

4.2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 2018년 신설

• 다양한 건물 및 생산 시설 설계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무동(2018)

- KBS별관 미래방송센터 BIM 설계 (2017)

- 한국은행 별관 증축 BIM 설계(2017) 등 다수

BIM 설계 본부 신설

• 2016년 신설

• 다양한 건물 설계

- 화성동탄(2)지구 C4BL 주상복합 신축공사 성능위주설계 (2019)

-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용역 (2019) 

- 성남 고등 C-1,2,3BL 주상복합 신축공사 소방(기계, 전기) 설계 (2018) 

-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세운3-8,9,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용역 및 성능위주

설계 (2018) 등 다수

소방 방재 본부 신설

[화재후 30초]

[화재후 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