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로
스크롤하세요

남향의 넓은 정원[바깥뜰:garden] l 안뜰[patio] l 처마공간[porch] l 작은안뜰[side patio]로

더넓고다양한뜰들 · 정남향의여유로운공간구성을담은



2022년 제로에너지하우스zeeHome의

8억대특별한 [뜰집]단독주택단지



내부공간어디에서나만나는

「 넓고다양한뜰[garden]과사이공간[patio; porch] 」



01 

[뜰집]의외부공간을

다이어그램[Diagram]을통해살펴봅니다.



「 내부공간 어디에서나

넓고 다양한 뜰과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여유롭게 열려진 [뜰집]의 공간구성 」







정남향의여유로운대지[전용 80평내외_지분 90평 내외]위에

41평의바닥면적을 갖는 넓게 열려진 공간



40평내외 남향의 넓은정원[바깥뜰:garden]과

여유로운 사이공간들[patio, porch, side patio]



02 

정남향의넓은정원 [바깥뜰:garden]



> 집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

> yard[미국] 또는 garden[영국]



「 주택의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주된 영역으로

앞뜰 안뜰 뒷뜰등 다양한 영역에 조성되는 작은 자연입니다. 」



정남향에크게열려진 40평내외의넓은정원[바깥뜰:garden] 을바라봅니다.





창을통해바라보는정남향의넓은정원[바깥뜰:garden]







03 

안뜰[patio]



> 안채에 있는 뜰[마당]로 안마당 또는 내정으로도 불립니다.

> ㅁ자형의 가운데 자리해 중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 주택에 인접하여 건물 또는 벽으로 둘러싸여지고

지붕이 없이 하늘에 열려진 공간으로

· · ·

보통 포장된 바닥을 가지고 있고 야외식사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택의 외부공간을 말합니다. 」



안뜰[patio] 을중심으로내부공간들이자연과주위환경에열려지고연결됩니다.





창을통해만나는안뜰[patio]







04 

작은안뜰[side patio]



「 작은 자연과 빛을 담은 작은안뜰[side patio]은

· · ·

주택의 내부를 작은 정원등이 있는 외부와 연결하여

자연에 열려지고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



뜰집의내외부를연결하는작은안뜰[side patio]입니다.





창을통해연결되는작은안뜰[side patio]







05 

처마공간[porch]



> 중세 프랑스어의 포르세(porche), 라틴어의

포르티커스(porticus)에서 온 말로

원래의 의미는 문/입구/통로로

건축의 본 지붕과는 별도의 처마를 갖고 벽체에서 튀어나와

있는 건물에의 입구 또는 공간을 말합니다.



「 정원[바깥뜰]이 있는 단독주택의 외부공간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 · ·

지붕이 있는 마루[deck]에서 다양한 거주가 이루어집니다. 」



지붕이있는여유로운처마공간[porch]에서바라보는정원[바깥뜰]





처마공간[porch]의 프레임[frame]을통해바라보는정원[바깥뜰]과조망







06 

자연과조망



「 다양한 형태의 주택의 창[window; landscape frame]을 통해

자연[산; 숲; 하늘; 나무]과

도심 또는 근교의 주택가 조망합니다. 」















내부공간어디에서나 만나는 넓고다양한 뜰과자연을 담은

「 2022년제로에너지하우스zeeHome의

특별한 [뜰집]단독주택단지가시작됩니다. 」



특별한 [뜰집]단독주택단지의

참여구성을 위한상담 및계약이진행중입니다.



042-489-4095 

평일 am 9:00 ~ pm 7:00,  토요일 am 9:00 ~ pm 1:00

· · ·

메일 zeehome@maarchi.com, 문자 042-489-4095 는

언제든 보내주시면 업무시간에 확인후

답장을 드리고있습니다.

tel:042-489-4095
tel:042-489-4095
https://mail.naver.com/write_popup3.nhn?cmd=compose&to=zeehome@maarchi.com


특별한 [뜰집]단독·타운하우스 주요 글모음

[소개글1]

▼ 클릭하면블로그에서 [뜰집]단독주택단지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 zeeHome 은?
[zeeHome의 의미와 4가지 이야기]

https://blog.naver.com/maarchi/222642848899
https://blog.naver.com/maarchi/222705059307
https://blog.naver.com/maarchi/221580655989


“ 제로에너지하우스zeeHome의특별한쾌적함과에너지효율에

여유롭고편안한한옥[뜰집]의공간구성과도심속큰자연을담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