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무르고 싶은 집
디자인이 아름다운 집

에코하우스
ECHO HOUSE

introduction

머무르고 싶은 집, 디자인이 아름다운 집
고품격 전원 주택을 에코하우스가 선사합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집은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기본적인 공간 역할 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기에 더 안락해야 하고, 또 지친 몸을 누이는 곳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활력을 충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에코하우스는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 있어 고객과의 지속적인 대화만이 '올바른 내 집 짓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객의 생각이 반영된 집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일관성 있는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에코하우스의 바른 마음을 담아 고객감동을 전달해 드립니다.

맞춤형
예산

올바른

설계/시공

체계적인

사후관리

introduction

이동조립식주택 시공단계
POINT

01
POINT

02
POINT

03

주택 부지 면적 및 조건 검토
로드뷰와 관리지역 구분으로 건축법의 법률적인 검토를 수행 (자료 요청시 : 5만원 비용부담)

현장 기초공사 견적, 건축 디자인, 자재 협의
방문견적을 통한 주변환경, 조립식주택 진입로 확인, 전기인입, 상수도인입,
오수처리방법(정화조, 오수관로) 검토(가계약금 30만원 계약금액에 포함함)

측량, 토목설계, 건축설계, 현황 조감도, 실내 배치도
- 토목설계를 통한 부지활용도(가용용지) 분석
-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한 정확한 지적확인(견적외 금액)
-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토공, 옹벽, 오배수관로, 전기인입관로, 상수관로) 건축기초공사를 병행하여 공사비의 최소화

건축상담

설계

인테리어

시공

입주

A/S

live with nature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 전원주택 에코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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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Style

01. H빔주택

49.6㎡ (15평형)

신개념 高品格 브랜드 주택
1. 유러피안 스타일의 아름다운 디자인

4. 주관성을 충족하기 위한 세련된 컬러와 외벽 디자인

2. 안전도 중점설계, 편의성 높은 레이아웃 구성

5. 내외장재 및 부자재, 품질인증 제품 (인증서발급 가능)

3. 에너지 고효율자재 및 완벽한 방수시공

6. 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정확한 工期

European Style

01. H빔주택

49.6㎡ (15평형)

❶ Living Room

❷ Bed Room

❸ Kitchen

❹ Bath Room

Energy Zero House

02. 목조주택

폴리캠하우스
SY 폴리캠 하우스
(POLYCAM HOUSE)란?
❖ 규격화 된 SIP 사용으로 현장에서는 조립설치만
가능하게 한 패널라이징 공법입니다.
❖ 캠락(CAM-LOCK) 체결구조는 시공의 정밀성이
뛰어나고 시간과 공사비가 절감됨으로써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한국형 건축공법입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친화적 공법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펜션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지원합니다.

폴리캠
하우스

열교환현상이 없이 고기밀구조가 가능한 폴리캠하우스는
냉난방비 30% 이상이 절감됩니다.

Energy Zero House

02. 목조주택

폴리캠하우스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 지자체에서 주택에너지 60% 절감을 위해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지원 확대 중.
❖ 로이 3중창 및 페열화수장치 등의 추가 옵션설치시 패시브하우스가 가능합니다.
❖ 난연 폴리우레탄 단열재로써 냉난방비 30%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 제10-1577731호 SY 폴리캠하우스
❖ 별도의 구조물없이 간단하게 조립, 해체가 가능한 고기능성, 고효율 주택시스템입니다.

SY 폴리캠이란?
❖ 모듈(Module)을 기본으로 합니다.
❖ 모듈(Module)이란, 측정 단위 또는 공작물의 기본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사각형을 모듈로 하여
지면을 구성하는 방식을 모듈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 모듈러 디자인은 역사적으로 그리스 건축에서 비롯됐으며 기둥 하부의 굵기를 1모듈로 하여
다른 부분을 그 치수와 비례하도록 만든 것이 모듈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특허받은 SY 폴리캠(특허 제10-1577731호)은
기존 모듈러시스템에서 대폭 향상된 시스템으로
그 품질과 기능이 우수합니다.

Energy Zero House

02. 목조주택

폴리캠하우스
구조
표면재 : OSB합판(내・외부)
표면재는 OSB 합판 외에도 시멘트보드,
마그네슘보드 등 다양한 소재 적용 가능
심재 : 우레탄단열재 (난연우레탄 0.167W/㎡・K)
중부지방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열관류율 0.27(W/㎡・K) 이하
CAM-LOCK (조립체결방식)

기밀유지 구조설계 + 우레탄 Sealing

적외선 열화상 계측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대상 건축물 외피 표면 온도분포를 측정 후 분석
한국인정기구 인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결과
열교현상이 없는 것으로 측정됨

Energy Zero House

02. 목조주택

폴리캠하우스

외벽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가능
SY테코레이션 패널 / SY 복합 패널 / 벽돌, 석재, 무늬목 / 비닐사이딩 등

아래 사진은 폴리캠 시공 후 별도의
외장마감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Energy Zero House

02. 목조주택

폴리캠하우스

SY마감재 시공사례
준공 후 기능, 미, 안전성 등에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양지리 주택 공사

충주 기숙사 공사

욕지도 주택 공사

양양 주택 공사

평창 주택 공사

철원 군부대 독신자 숙소

Energy Zero House

02. 목조주택

폴리캠하우스

Steel House

03. 경량철골주택

스틸하우스

소형주택

2층형주택

저렴한 소형주택부터 대형주택까지,
단열은 강하게! 비용은 저렴하게! 자연속 나만의 별장 스틸하우스
스틸하우스는 일반 주택에 비해 내구성이 탁월하고 실내외 마감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으며 기능도 탁월해 전원주택으로 세계 각국에 인기가 높습니다.

Steel House

03. 경량철골주택
POINT

01

친환경적입니다.

스틸하우스

뛰어난 단열과 낮은 유지관리비

스틸하우스는 집을 지을 때, 생활할 때, 철거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친환경적입니다.
스틸하우스는 얇은 벽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콘트리트조나 조적조에 비해 단열 성능이 뛰어납니다.
단열성능이 좋다는 것은 열손실이 적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L.C.C(Life Cycle Cost: 초기 건축비에서 유지
관리비까지의 모든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되어 현실에서는 낮은 관리비로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견고한 벽체 덕에 소음 차단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음공해가 적고, 생활공간이 쾌적합니다.
또한, 스틸하우스는 100%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이뤄져 있으며 건식공법이기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습식공법과는 달리 현장에서 쓰레기의 발생이 적습니다.

POINT

02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지진, 태풍에도 안전

192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철을 이용한 주택이 등장한 후, 1932년 조립식 철강재 주택이 발표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철을 이용한 건축공법은 가격 경쟁력의 이유로 쉽게 대중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목재 가격 급등, 환경 문제 대두, 자연재해의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스틸하우스에 대한 인식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는 1992년 플로리다 지방에 태풍이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건재했던 집이 스틸하우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1995년 6,4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한신 대지진과 이와신 대지진 때 사망자의 90% 이상이 지붕에
압사되었다는 사실 또한 스틸하우스가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스틸하우스만은 건재
했기에 튼튼한 구조와 내진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고 일본에서 스틸하우스 공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teel House

03. 경량철골주택
POINT

03

내구성이 좋습니다.

스틸하우스
부식 걱정없이 100년까지

스틸하우스가 아니라 일반철로 만든 집은 부식방지를 위해 H형강에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러나 페인트가
벗겨지면 철은 쉽게 부식되고, 페인트는 더욱 벗겨져 지속적으로 심한 부식이 진행됩니다.
반면, 스틸하우스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강판은 절단하거나 천공할 경우에도 부식되지 않는데, 이는 아연이
스스로 희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성 덕에 강재가 절단되거나 천공되어 노출된 부분, 또
는 심하게 손상된 부분 등은 인접부분에 아연이 남아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식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또한, 스틸하우스에서 사용하는 스크류 역시 아연 도금되어 있고 풀림 방지기능까지 있기에 스틸하우스의
골조는 10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견고한 내구성이 있습니다.

POINT

04

공간 구성에 효율적입니다.

넓은 실내공간, 제약없는 인테리어

기둥, 보 등 쓸모없는 돌출이 없어 내부 공간 활용 및 설계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강력한 스틸패널이 지붕과
상부층의 하중을 지지하므로 문, 창문 등에서 넓은 개구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탁트인 거실과 수직,
수평공간의 활용이 자유로워 보다 넓은 실내공간 활용과 제약 없는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가능합니다.
더욱이 벽체가 일반 콘크리트 주택이나 조적주택 등에 비해 얇아 같은 건축면적에 더욱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el House

03. 경량철골주택
POINT

05

화재에 안전합니다.

스틸하우스
불연 소재, 유독가스 배출없는 소재 사용

스틸하우스의 건식벽체를 구성하는 글라스 울이나, 석고보드 등은 불연 재료이며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배출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1996년 10월 미국의 서부 대화재 발생 때, 스틸하우스만 피해를 입지 않은 사례가 TV에서 방영되
어 미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스틸하우스는 번개 등의 위험에서 다른 소재의 주택보다 안전합니다. 철은 접지의 역할을 하여
번개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고, 전기에너지는 철을 따라 곧장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Steel House

03. 경량철골주택

농막

정감이 가는집 살수록 가치가 돋보이는 농막

Container Modular House

04. 컨테이너주택
색상부터 형태까지
자유롭게 선택가능한
신개념 곡선형 컨테이너 하우스
전원주택 / 펜션 / 세컨하우스 /
로드샵 / 팜하우스

Container Modular House

04. 컨테이너주택

A-type D자형 하우스

A-type B자형 하우스

B-type U자형 하우스

B-type S자형 하우스

housing construction process

05. 건축설계
01

기초
공사

02

골조
공사

규준틀설치, 터파기, 버림타설, 정화조설치,
임시전기설치, 수도인입, 기초양생

골조토대 레벨링, 머드실, 비계설치 및 골조공사

03

배관
공사

기초설비 배관작업, 기초전기 배관작업,
수도 및 우수 매립

04

단열
공사

수성연질폼 벽체 단열공사 및 석고보드작업,
타이벡 시공

housing construction process

05. 건축설계
05

외장 및
지붕공사

06

내부
공사

외부 스터코 시공 및 지붕 슁글 작업
(지붕 단열시공)

내부 전기 및 보일러 작업, 설비배관작업, 화장실 아쿠아팬스 방수작업,
방통작업, 내부인테리어(강화마루, 실크벽지, 타일공사 등)

07

데크 및
마당공사

외부계단 및 마당공사, 주차장 공사,
물받이 시공, 데크 공사

08

입주 및
청소

건축사를 통한 준공처리 및 입주허가,
내부청소, 가구배치 등

ECHO HOUSE
골치 아픈

주택 인허가
논스톱 서비스!

“

건축과 토목설계전문가들이

주택부지를 미리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

Echo House

06. 인허가
01 주택부지가 대지인 경우 건축허가 대행

건축계획 사전협의
(협의기관)

건축허가신청

건축허가서교부

착공신고

02 토목허가 대행
사전조사

현지조사

관련기관협의

법률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건축 가능여부 및 개략적인
형태파악

현장 방문하여 측량 및
실사하여 정확한 입지 및
주변사항 파악

허가 접수전 관련기관에
사전협의 하여 지자체
특성별 허가기준 조정

03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관련기관 협의
04 토지개발허가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