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공간 어디에서나 만나는 넓고 다양한 뜰과 자연을 담은
2022년 제로에너지하우스zeeHome의
특별한 [뜰집] 단독주택단지가 시작됩니다. ”

더 넓고 다양한 뜰들 · 정남향의 여유로운 공간구성을 담은

. . .

특별한 [뜰집] 단독주택단지

더 넓고 다양한 뜰에 열려져 여유로운 한옥 [뜰집]의 공간구성을 담은

‘ zeeHome의 특별한 [뜰집]단독주택단지 6세대 ’가 새로이 조성됩니다.

1세대당 대지전용면적 : 80평 내외 ㅣ 대지지분면적 : 90평 내외
세대면적 : 전용38평 (아파트분양면적 45평 내외)
unit구성 : 지상1층 L+DK+U+MB+B1+St

ㅣ

마당50평내외+포치3.5평 내외+ 중정4.4평 내외

지상2층 Li+B2+B3
구조 : 경량목구조(구법_2”x6”wood stud wall system + 기밀/투습 + super insulation + super window)
System : GSHP[고효율 일체형 냉난방급탕 시스템:지열원] · PV [태양광] · 배열회수 상시환기시스템

Performace_성능

남향의 넓은 정원[바깥뜰:garden], 안뜰[patio], 처마공간[porch], 작은안뜰[side patio], 마루 [deck]로

“ 특별한 [뜰집]의 내부공간 어디에서나 뜰과 자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정원 [바깥뜰:garden]

“ 주택의 실내공간을 자연과 주위환경에 연결시키는 40평 내외의 남향의 넓은 정원[바깥뜰] ”

안뜰[patio]

“ 주택의 내외부를 열려있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연결시키는 사적인 외부공간인 Patio[안뜰] ”

처마공간[porch]

“ 정원[바깥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공간인 Porch[처마공간] ”

노은 지구에 인접한 가까운 도심속 계룡산의 큰 자연환경을 담은

「 공지와 녹지율이 높은 자연녹지지역중
[건폐율 40%]의 여유로운 배치가 가능한

. . .
도심의 유일한 주택가

」

“ 갑동에 들어서서 첫번째 [뜰집]단독주택단지 의 단지내 도로를 지나
2022년 특별한 [뜰집]단독·타운하우스 의 부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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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동 마을 입구

”

“ 계룡산의 큰 자연과 갑동천등의 자연환경이 특히 뛰어난 갑동의 입구 모습들입니다. ”

첫번째 뜰집 단독주택단지

“ 2021년 입주하여 거주중인 zeeHome의 첫번째 뜰집 단독주택단지의 모습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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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zeeHome의 특별하고 여유로운 뜰집 부지[site]와 주위의 풍경들입니다. ”
2022년 특별한 [뜰집]단독·타운하우스 부지[site]_ 대전 유성구 갑동 387-41, 387-79

“ 2022년 zeeHome의 특별한 뜰집 부지[site]인근의 조용하고 여유로운 주택가들의 모습들입니다. ”
주위의 단독주택가

자연풍경

“ 뛰어난 자연환경을 담은 풍경과 조경과 녹지에 둘러싸여 조용하고 여유로운 주택가의 모습들입니다. ”

제로에너지하우스 zeeHome 은?
2000년 보급형제로에너지하우스(zesh1)을 시작으로
2022년 특별한 [뜰집]단독주택단지에 이르기까지
[ZERO] 에 가까운 실제 에너지효율을 갖는 제로에너지주택을 zeeHome의 디자인으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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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 _ 집전체를 항상 25~27도로 유지 [10월~5월]
시원한 여름 _ 고도로 쾌적한 온도의 냉방을 재실시 항상 가동 · 뛰어난 제습능력
쾌적한 실내공기 _ 연중 24시간 환기시스템 가동 · 독성없는 쾌적한 실내환경

에너지 효율 _ 90% 내외의 에너지자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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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 _ 연간 전체 에너지요금 60~80만원
[난방 집전체 25~27도, 냉방 재실시 항상, 연중 24시간 환기 가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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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내구성과 오랜주택수명 _ 항상 변함없이 유지되는 실내환경조건

제로에너지하우스 zeeHome의 특별한 [뜰집]단독주택단지는

현재 참여구성을 위한 상담과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뜰집] 단독주택단지_New 게시판 에서 특별한 [뜰집] 단독주택단지 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조성과정[Process]

계약 ~D-2 D-1.5

설계완료

D 착공 D+1

D+11 준공

공사(11개월)

인허가

제로에너지하우스

소유권
이전/
입주

의 특별한 [뜰집] 단독주택단지
전화나 메일로
문의 및 방문상담예약을 하시면

제로에너지하우스zeeHome과 특별한 [뜰집] 단독주택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42·489·4095 / zeehome@maaarch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