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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축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분석 

   시공과정 (실내공사 제외)

- 47.2평형 2층4실 – 전용면적:155.90m²

- 43평형 2층3실 – 전용면적:142.00m²

- 42평형 2층3실 – 전용면적:138.50m² 

- 39.4평형 1층2실 - 전용면적:131.40m²

- 39.10평형 2층3실 – 전용면적:128.32m²

- 35평형 1층3실 - 전용면적:116.40m²

- 31.7평형 1층2실 - 전용면적:105.70m² 

- 31.4평형 2층2실 – 전용면적:104.50m² 

- 30평형 1층3실A - 전용면적:99.70m²

- 30평형 1층3실C - 전용면적:99.00m² 

- 25.04평형 1층3실B - 전용면적:83.40m²

- 25평형 1층2실 - 전용면적:80.70m²

- 24평형 1층1 실 - 전용면적:80.04m²

- 23평형 2층1실 - 전용면적:76.40m²

- 23평형 2층1실 - 전용면적:75.60m²

- 22평형 1층2실 - 전용면적:72.30m²

- 18평형 1층2실 - 전용면적:62.10m²

- 17평형 1층1실 - 전용면적:57.00m² 

- 목구조 관련 각종 차음 및 내화구조 인정서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 디자인 소개

- 농막형태 디자인 소개

- 포토폴리오

- 광고

- 관련협회 설립목적 및 활동 소개

- 목조주택 소비자 시공 지침서

- 공기질을 생각한 건강주택    

- 결로 및 곰팡이의 생성원인과 대책

- 친환경 관련 자재

- 블랙아웃-암세포처럼 퍼지는 블랙아웃

- 한국형 저에너지 주택 단지 기획 및 소개

- 조립식 공업화 주택의 사회적, 시대적 필요성

- 목조 트러스 기술의 장점 및 적용

- 트러스의 현장 생산 모습

- Enerzip panel (sip) 패널 생산 규격

- 구조용 단열판넬 Enerzip(에너집) 생산제품

- Enerzip (SIP–Structural Insulated Panels)

- Enerzip패널 시공방법 (시뮬레이션)

- 내화 및 차음, 냉난방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

- 반축공사의 필요성 및 효율

- 반축공사의 표준가격 예시

- 전원주택 건축시 요소별 소요추정 금액

- 공정관리(Process Management)표 예시

  (강원도 평창현장 적용 예)

- 그 외에 관심을 두어도 좋은 아이템들

- 87.8평형 2층9실 – 전용면적:290.00m²

- 62.2평형 2층6실 – 전용면적:207.20m²

- 44평형 2층4실 – 전용면적:164.1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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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012년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혹독한 겨울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구환경 변화로 겨울추위와 여름더위의 강도가 더욱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에선 석

유생산이 오일피크 (OIL PEAK-생산량의 정점)를 지나 가

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기에 산유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

국에서는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야기될 경제적, 사회

적 혼란을 대비해 석유자원의 비축 및 새로운 접근의 에

너지 대책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 비싼 석유자원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현실이 다

가 오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석유자원이 

부족하며 사회전반에 파생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

다. 석유자원의 문제성은 전기에너지와도 밀접하며 가

장 기본적인 우리 가정내에서 의.식.주 생활마저 그 근간

이 흔들리고 멈추어 버릴 것 입니다. 그 멈춤이 여름이 

아닌 겨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고 또 개인적

인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우린 지금껏 너무나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락한 삶을 살았기에 모진 야생의 기후에 적응할 준비

를 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며 

 저에너지 패시브 주택건축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

인 자재로 인식되어 쓰여 지고 있는 구조용 단열판넬

(Structural Insulated Panels-일명SIP)를 한국SIP주택산

업에서는 Enerzip(Energy+zip)에너지를 모으고 가두는 

집)이라는 상표등록으로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모든 가공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단열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어 난방에너지 부족으로 부

터 자유로워진다면 우린 더욱 쾌적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 지구보호에 더욱 가까이 모든일

에 다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2013년 3월  한국 SIP주택산업 

대표  황 현 승

인사말씀 

조금 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친환경은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그 친환경은 우리 모두가 어울려 

같이 만드는 것이지 오롯이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

닙니다.

 내가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먹어야 남도 같이 나눠 먹

을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친환경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

 지금껏 자연으로 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누려 왔

기 때문에  이젠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니 잠시 돌아서

서 숨 쉴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합니다. 이에 한국SIP주택

에서는 지구환경 보호와 고유가시대에 대비해 최대한의 

단열성능을 갖춘 구조용단열패널(Structrual Insulated 

Panels)을 개발하여 기존의 경량목조주택을 한층 업그

레이드 시킨 주택건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SIP목조건축”의 우수한 단열성은 우리 시대의 화두인 

“저에너지와 그린에너지”를 실천하여 지구환경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실천방법이 되기에 더욱 매력적인 

주택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IP목조주택”은 건축기간과 건축자재를 줄여 인

건비와 건축비를 줄이고, 탁월한 단열성에 의한 에너지 

소비절약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있어 준비해야 

할 필수불가결의 선택이 아닐까 믿습니다.

www.siphome.co.kr

모두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저에너지 패시브건축 대중화 실현으로 사회적 공헌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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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나무는 성장하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서 양분을 얻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이산화탄소를 방출

하지만 나무는 유일하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어 새롭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항상 

공기정화기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목재

는 제조 공정상 공해 배출 요인이 거의 없으며 목재는 

자원의 채취, 가공, 사용, 재활용, 폐기의 전 수명기간을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재료 

입니다. 또 목재는 적은 에너지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

기물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폐기할 때 쉽게 썩고, 태

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리가 용이하고 유독성물질의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건축설계상의 융통성

 - 목조건축은 디자인에 있어 설계융통성을 제공하며, 

건축가가 프로젝트 예산을 맞추면서 흥미롭고 독창적인 

부분들을 창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목조건축은 향

후 증축 및 창문 또는 다른 특징적인 부분의 추가를 원

할 경우 변경수선 하기가 쉽습니다.

공간 경제성
 

- 목구조 벽과 천장 조립물은 조밀합니다. 모든 건축물 

외피 요건은 조밀한 조립물로 건축 되어집니다. 예를 들

면 38×140mm 목재 스터드가 벽의 강도를 제공하고 

외부 및 내부 마감재를 지탱하는 동시에 RSL 3.5 단열재

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얇은 벽은 동일한 건물공간에

서 보다 넓은 내부 생활공간의 제공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규모 공사인 경우, 층당 1개의 추가 가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구성

 - 수백 년씩 존속하는 목조건축물들이 많이 있으며, 다

세대 목조건축물은 타 방식의 건축물 이상 오래 간다는 

것을 입증해왔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장기적 서비스 수

명을 지니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상의 특징적인 부분과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기 및 기계 설비 설치의 용이성
 

- 내부 벽과 바닥 중공(中空)은 전기 배선, 배관, 난방 덕

트를 포함하는 수직 및 수평 설비 경로를 내기 위해 사

용됩니다. 예를 들면, 층 사이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일

은 내부 벽의 상층 및 하층 벽 깔도리를 통해 구멍을 내

는 것을 의미하며 목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쉽

습니다. I형장선과 같은 일부 공학목재에는 설비 설치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멍이 제

공됩니다.

친환경 건축자재로서 목조주택의 장점

그림1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입니

다. 원시시대 주택은 자연의 비바람을 피하고 동물의 공

격으로부터 피난처(shelter) 역할을 해 왔으나 문명과 문

화의 발달로 오늘날의 주택은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 문화공간, 여가 공간으로서의 주택이 필요하

며 또한 쾌적한 삶을 즐기기 위해 실내의 온도, 습도 그

리고 이산화탄소의 양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있는 주

택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줄어들고 난방비

용은 증가하는 시대에 목조건축은 다른 건축자재에 비

해 제련 및 제조에 필요한 고열이 요구되는 강재 또는 

콘크리트보다 제조하는데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

다.

 자재의 환경적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인 수

명주기 분석(Life cycle analysis)은 목재가 에너지 소비, 

공기와 물의 오염,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

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삶을 만드는 나무!!!

www.siphome.co.kr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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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에너지 패시브 주택을 선택해야 하는가..

패시브 하우스란 

 패시브건축물이란 일반적으로 난방을 위한 설비 없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는 사용면적당 연간 난방에너지요구량이 15kWh(약1.5

리터)이하여야 하며, 이는 건물을 고단열, 고기밀로 설계

하고 열교환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로 인해 버려지는 

열을 철저하게 회수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패시브하우스의 컨셉은 저에너지 건물이며 좋은 계획

과 구성요소가 핵심입니다. 패시브하우스에서 요구되는 

열량은 20m²의 방이 10개의 양초로 따뜻해지거나 4명

의 체온으로 한 겨울을 지낼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패시브하우스는 거주공간 m²당 1년 약 1.5L 난방용 기

름 또는 천연가스 1.5 m²이상을 소비하지 않으며 이것

은 현존하는 건물들의 평균소비량과 비교하면 90%를 

절감한 것입니다. 

패시브하우스의 장점

 열교환환기장치를 통한 쾌적한 패시브하우스는 열이 

주택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보온성이 좋은 단열

재를 사용하고 거주자에게 일괄적으로 쾌적한 실내환

경과 온도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곳에도 찬바람이 불지 

않고, 각 실의 외풍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교환

환기장치를 통한 쾌적한 통풍은 실내환경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 단열 강화로 영하의 기온에서도 실내 측 유리표면의 

평균 온도 17℃ 이상을 유지하며 벽체부분은  편차가 거

의 없습니다. 또한 창호부분에도 거의 결로가 없고 이로 

인해 복사열로 인한 체온의 증감이 없습니다.

그림1)  최초의 패시브 하우스 Kranichstein in Darmstadt

그림2) E+ Green Hous  건축그룹 운생동

         경기도 용인시 코오롱건설 기술연구센터신재생에너지는 패시브하우스 + α

     - 외벽 열관류율 : 0.15W/m²k이하
     - 지붕 열관류율 : 0.11W/m²k이하
     - 유리/창틀 열관류율 : 0.8W/m²k이하
                             (g값 :0.5이상)
     - 창호설치 열관류율 : 0.85W/m²k이하
     - 문 열관류율 : 0.8W/m²k이하 
                  (기밀 : 0.45m³/m²h이하)

   - 열교환 환기장치 효율 : 
               75%이상 (전열), 0.45W/m³h이하
               예열기 또는 지중열교환 후 외기도입
     - 기밀성 : 50pa,0.6회/h 
               열교상한선 0.01w/mk 
     - 환기량 : 실별 요구 환기량 충족
     - 선형/점형열교 : 0.01W/mk 이하

     - 난방요구량 : 15kWh/m²a이하(신축),        
                     30kWh/m²a이하(개축)
     - 난방부하 : 10Wh/m²이하
     - 1차 에너지 소요량 : 120kWh/m²a이하
     - 여름을 위한 적절한 차양장치/

패시브하우스의 필요조건

www.siphome.co.krwww.siphome.co.kr

-  우 린  살 아 가 는 데  4 대  필 수 요 소 인  집 , 식 량 , 물 , 에 너 지 가  꼭  필 요 합 니 다 .  -

출  처
그림1) http://passipedia.passiv.de/
그림2) http://www.archdaily.com/ 3



저에너지 패시브 주택 건축의 필요한 조건

단열

 

패시브하우스의 근본적인 원리는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고기밀, 고단열, 고성능 창호, 열교환환기, 고효율난방과 

급탕 뿐 아니라 가전기기의 전기절약과 같은 요소들이 

이 원리의 필수요소들 입니다. 패시브하우스 기술은 에

너지 소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보온성을 높여주고 건물

성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패시브하우스는 여름철의 뜨거움을 막아줍니다. 좋은 

단열재는 추위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여름의 뜨거

움으로 부터도 지켜 줍니다. 겨울철 내내 태양의 온기는 

당연히 필요하며 이 때 남측에 면해 있는 창이 이상적 

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떠 있어서 햇빛이 집으

로 직접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고, 여름에는 태양이 높

게 떠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복사 에너지가 남측 창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알맞게 적용한 차양설계는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 것 입니다.

그림3)  비드법단열재(EPS)

그림4) 압출법단열재(XPS)

표1) KS M 3808,3809에 의한  단열재의 종류및 열전도율

그림5) 경질우레탄 보온폼

그림6) 암 면

그림7)  유리면

www.siphome.co.kr

표1)  국토해양부고시 에너지절약계획서 가이드라인 2010 144,145 페이지

그림3,4,5,6,7) http://www.phiko.kr/

출  처

 - 제품생산시 오존층 파괴물질 저감효과로 인

해  비드법, 암면, 유리면 단열재는 친환경 건축

물인증제도에서 친환경단열재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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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열화상 촬영 이미지: 패시브 하우스에서 외벽 하단부, cold spot이 나
타나지 않아 단열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음. 다공질 콘크리트 블록을 성
공적으로 사용한 사례(Image: PHI, in the Passive House in Darmstadt 

Kranichstein) 

그림9) 
 열교가 발생하는 예시. 벽체 하단 걸레받이 부분을 따라 Cold strip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발생. 이러한 부분에서 습기로 인한 하자
가 발생하게 됨. 열교 없는 설계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신축 건물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할 수 있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벽체와 만나면 곰팡이와 결로가 

생기므로 건물은 기밀해야 합니다. 건물외피를 기밀하

게 하는 것은 확실히 구조적 결함의 위험을 줄일 수 있

습니다. 

열교현상
 

 열교(Heat Bridge)란 건축물의 어느 한 부분의 단열이 

악화되거나 끊김으로 인해 부분적 열손실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시브하우스의 주요목적 중 하나는 열교

현상을 방지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내단열, 중단열, 외단

열 등의 단열방식 중 열교현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

은 외단열의 채택입니다. 내단열은 불가피하게 열손실

이 발생하고 또한 구조체를 축열체로 사용할 수 없는 단

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실내에 발생하는 벽면 곰팡이 발생의 원인인 결

로 현상은 단열을 강화하면 줄어드는데, 결로가 줄어들

어도 실내습기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단열이 강화된 건

물이라고 할 지라도 열교로 인한 열적취약부가 있다면 

그 곳이 습기의 주공격 대상이 되어서 부분적 결로가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 에너지 손실도 큽니

다. 그렇게 때문에 패시브하우스는 열교 없는 디테일이 

필수적이며, 실내습기조절을 위해서라도 열교환 환기장

치를 필요로 합니다. 

기밀

 패시브하우스의 기밀조건은 50pa≤0.6회/h 입니다. 

 50pa이란, 주택 내·외부 공기의 압력 차이를 의미하는

데 풍속으로 따지면 약 9m/s정도(여름철 태풍의 초기 

바람세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밀성능에 대한 규

제는 ‘창호의 틈새바람’ 만 실험에 의한 등급으로 부여

하고 있고 창호 이외에는 기밀성능을 제한하고 있지 않

습니다.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기는 바람과 기온차이에 의해서 벽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공기흐름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온기, 습

기가 내부에서 외부로 흐르도록 하는 건물외피의 균열

은 결국 구조적인 손상을 야기합니다.

www.siphome.co.kr

출  처    
그림8,9) http://www.passiv.de/de/01_passivhausinst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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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 테스트

 
 외기와 접해있는 개구부에 가압/감압시 필요한 팬을 설

치하고 실내로 외기를 도입하여 가압을 하거나, 반대로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방출시켜 실내를 감압시킨 후 실내

외 압력차가 임의의 설정 값에 도달했을 때 팬의 통과공

기량을 측정하여 실측대상의 침기량 또는 누기량을 산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외 압력차를 50pa또는 그 이상의 압력

차로 가압하거나 감압한 후 팸 풍량을 조절하여 기밀성

을 측정합니다.

 기밀이 좋지 않다는 것은 틈새바람이 있다는 의미이며 

에너지 손실뿐만 아니라 결로, 곰팡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현대주택에서의 환기 

 - 주택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한 건강상의 증후로는 
피곤함, 수면장애, 집중력부족, 알레르기, 아스마, 두통, 감기,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

 우리나라는 기밀성능 규제가 없고 주택에서의 최소환 

기량에 대한 기준만 있는데, 이 기준은 “신축 공동 주택

의 경우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 량을 확보할 수 있는 

24시간 운전이 가능한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 장치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입니다.

  실제로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은 콘크리트와 시멘트, 

실크벽지 등이 주요 원인이기는 하나 이 원인이 병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현대식 주택의 부족한 환기량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새집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거나 

하는 현상이 있는데 강한 환기를 시키면 이 현상을 줄어

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대주택은 과거의 허술한 집에 비해 이미 많이 기밀해

졌기 때문에 건강한 삶의 유지하기 위한 환기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낮에는 인위적인 환기가 가능하지만 밤에

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현대 주

거시설에서 열교환 환기장치는 이미 필수적 장치인 것

입니다.

그림10) 창틀 및 출입문 기밀 테스트

www.siphome.co.kr

그림11) 위:벽체 기밀테이프 시공방법
          중간:창호 내부 기밀테이프 시공모습
          아래: 창호 외부 기밀 테이프 시공방법

출  처 
그림10)  http://passipedia.passiv.de/passipedia_en/
그림11)  http://www.proklima.co.kr6



건축단열의 중요성

단열의 중요성

 단열의 중요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열이 밀실하지 않게 들어 갔을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기

고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

은 것 같습니다.

 빈틈 없고 두터운 단열구조는 겨울에 난방유를 쓰지 않

고 실내에서의 사람체온과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열, 그

리고 낮에 고성능 창호로부터 부여 받는 태양열 에너지

의 합세로도 실내체온을 유지할수 있을 정도로 플러스 

효과를 줍니다. 탁월한 성능의 단열구조는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더불어 여름에는 더욱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조건을 이끌어 줍니다.

 한편 면밀하지 않은 단열구조는  겨울에 실내의 습한 

공기가 벽체내부로 스며 들어 외부 찬공기와 만나 결로

를 발생시키고 곰팡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결로가 발생하는 원인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내외부의 

열교차입니다. 추울수록 더욱 난방을 가하면 더욱 발 맞

추어 결로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한 실내에서의 곰팡이 발생은 면

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만성폐

렴 증세를 유발합니다. 집안 구석에서 발생하는 흑색곰

팡이의 균포자들이 우리들의 호흡을 통해 입속으로 들

어 갈때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약화를 가져 옵

니다 여러분의 장롱이나 붙박이가구 뒤를 보시면 곰팡

이가 생성되어 있을 것이고  외벽의 창문 주위에 벽지를 

뜯어 보면 그 속에도 역시 곰팡이가 존재할 것 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크벽지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전세계에 실크벽지는 없습니다. PVC내지는 

비닐벽지라고 통용됩니다. 일반 합지나 천연벽지는 숨

을 쉬기에 곰팡이가 생성되면 벽지 밖으로 보여 지는데 

이 실크벽지는 PVC계 비닐을 사용하고 숨을 쉴수 없는 

자재이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서 아주 

활발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곰팡이 포자들이 빈틈

을 뚫고 실내로 들어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

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양만 화려할 뿐 적절하지 않은 건축자

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희망하고 머지않은 미

래에 다가오는 에너지 쇼크에 대비해서 할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은 단열이 충분히 잘 되는 집을 지어 석유에너지

로부터의 더욱 자유로운 입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것 입니다.

그림12) 열화상카메라촬영사진 : 
   위 - 단열보완시공전  아래: 단열시공전

출  처

그림1 )www.passiv.de  

www.siphome.co.kr

출  처 
그림12) http://www.passiv.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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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합니다. 차양이 내부에 있을 경우 태양열의 15% 차

단, 외부에 설치된 경우는 85%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적 

차이를 보입니다.

5. 열 교환 환기장치

 -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고, 내부의 오염된 공기

를 내보내면서 서로의 온도를 교환하여 창을 열지 않아

도 충분한 환기를 가능케 합니다. 필터처리로 먼지, 황

사, 꽃가루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열교환 환기장치 선택시 전열교환효율이 난방기준 

75%이상인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효율이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발휘하며 기계의 소음도 작습니다.

 그리고 열교환 환기장치의 전력량을 고려하여 계획적

인 환기가 필요하며 낮에는 짧고 강한 자연환기가 우선

시 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의 없는 낮에는 열 교

환 환기장치를 꺼두는 것이 이 장치의 경제적 가치를 극

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환기를 짧고 강하게 하는 

이유는 실내의 물체나 벽이 완전히 식기 전에 필요환기

량을 얻기 위함입니다. 식으면 온도를 다시 올리는 에너

지가 과하게 들어 갈 뿐더러 실내 결로의 위험도 있고 

또한 강한 환기가 집안 전체 구석구석 공기를 교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교환 환기장치 없이 1.5리터 하우스는 불가능합니

다.이는 주택에서 환기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전체 

난방에너지요구량의 20%를 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열 교환 환기장치를 빼 놓고는 패시브하우스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에너지 패시브 주택 설계 요점

기본설계단계

+에너지요구량 숙지 에너지 절약형 
인증자재 사용고려

난방+냉방+급탕
+환기+조명장치

핵심: 고효율 폐열회수 환기 장치
       외단열시스템 및 외기직면 창호선정

실시설계단계 +열교부분 체크 및 
디테일 확정

열관류율 체크
(외벽,외벽접한 창호)

핵심: 실제 시공될 창호및 상세도에 
   의한 디테일 확정 및 열교없는 설계도면

+     대지분석 및
 주변환경고려

건물모양및 형태에따른
A/V관계고려

핵심: 대지와 주변환경을 고려한 외피면적
       과 창호면적을 최적화한 건물형태 선정

시공및 완공단계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핵심: 정밀성,정확성 높은 
       시공 및 시공기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기획 및 설계 프로세스

완공후 기밀성테스트및
열화상카메라 촬영

1. 간략화된 형태

 - 건물의 외피면적을 최대한 줄여서 에너지 손실을 최

소화해야 하며 향을 고려한 평면 및 창호 계획이  필요

합니다.

 

2. 고단열, 고기밀

 - 국내 법적 단열기준의 약 2~3배 강화를 위해 패시브

주택 기준 열저항값 R-50(EPS스치로폼 기준)을 만족시

키려면 외벽 전체 단열재 두께를 약 250mm 정도 해야 

적당 합니다. 단열재는 구조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해야 하며  기밀성능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디테일 계획

이 동반 되어야 합니다.

 3. 고성능 3중 유리 시스템 창호

 - 고단열, 고기밀 창호 프레임 사용하여 프레임 설치 후

의 열관류율을 0.85W/m²k 이하로 유지하고, 또한 아르

곤가스를 충진한 3중유리 사용(로이코팅)으로  유리 및 

프레임 열관류율 0.80W/m²k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4. 외부 차양

 - 여름의 일사량 차단은 외부차양을 이용하며 전동의 

경우 실내에서 자동으로 동작제어 할 수 있으며 전동 차

양이 아니어도 외부에 차양이 있을 경우  효과는 거의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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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 패시브 건축의 필수 자재 

 Enerzip(에너집)구조용단열판넬.

그림14) SIP패널과 일반패널의 기밀성능 비교

 목조주택용 외벽 합판(OSB)

유리 섬유
(Fiberglass     
Cavity
insulation)

내부석고보드
(Interior
gyspum board)

차가운 외부와의 접촉
에 의한 결로
(Condensation
Location due to
Air leakage and
Convection in
Cold climate)

일반적인 스틱 프레임 벽

- 일반적인 목조프레임 내에서의 빈 
  공간은 공기흐름과 대류의 역할을    
  제공합니다. 
- 결로는 추운 기후에 건물외피 합판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Typical Stick Frame Wall
- cavity within typical frame wall is 
  prone to airflow and convection
- Condensation can occur at 
  exterior sheathing in cold climates

    

외부목재합판
(OSB outer facing)

단열충진(EPS, XPS, 
우레탄폼 등)
(Foam core)

내부 목재합판
OSB inner facing

SIP 벽

- 고체형태의 단열재는 실내공기의 침
  투를 불허 합니다.
- 대류 및 공기 노출은 SIP 건축내에선 
  발생할 수 없습니다.
- SIP건축에서 대류 및 공기누기로 인한 
  결로는 불가능합니다.

SIP Wall
- Core is “solid” and “homogenous” 
  and” air impermeable”
- Convection and air leakage is not 
  possible within SIP
- Condensation due to convection and     
   air leakage within SIP is not possible

    

Frame Wall VS. SIP Wall

실내공기대류(Airflow)
 습한 실내공기유입 (Air leakage) 

SIP(Structural Insulated Panels)SIP판넬

 SIP(구조용단열판넬)는 개인주택이나 소규모의 상업

적 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외벽이나 지붕 그리고 층간

을 분리하는 목조건축 자재로 넓은 범위에 걸쳐 쓰여지

고 있습니다. SIP는 흔희 OSB라고 하고 하는 구조용 합

판 두장을 각각 양면으로 하고 그 사이에 기존보다 훨

씬 단열 능력을 증가시킨 네오폴 단열자재를 넣었습니

다. SIP 속에 들어 가는 폼(foam)으로는 EPS(expanded 

polystyrene), 폴리우레탄, XPS(extruded polystyrene), 

polyisocyanurate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SIP생산설비

에 따라서 공용(standard)합판 사이즈인 4'x8'(1220mm 

x 2440mm) 사이즈로 생산되지만 필요에 의해 대형사

이즈인 8'x24'(2440mm x 7320mm)까지도 생산되기

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계획중 입니

다. 아울러 공사현장 지역의 다양한 기후적 성격과 단

열저항값을 고려해 판넬의 두께는 4-1/2~12-1/4인치

(112mm~307mm)까지 다양하게 생산 가능합니다.

그림13) SIP패널 단면

www.siphome.co.kr

출  처
그림13,14) 2008 Build Boston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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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Structural Insulated Panels)판넬의  장점

-친환경 건축자재 -

 급변하는 지구 날씨의 변화 속에 건축가나 설계자들은 

지구 기후환경 변화에 악 영향을 끼치는 건축자재를 피

하고 더불어 인간과 지구가 함께 공유하며 살아 갈 수 

있는 건축소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SIP는 슈퍼단열재

인 네오폴이나 EPS 경질우레탄 폼 등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이산화탄소의 생산량을 

대폭 줄여 지구환경 변화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캐나다의 "효율적 에너지 설계모임"(LEED-

leadership in energy efficient Design)과 미국건축협회

(NAHD-National Assoociation of Homebuilders)에서도 

친환경 건축물 건축 프로그램에 SIP건축을 적용하고 있

습니다.

-건축비의 절약 -SIP (Save the money)

 단기적으로는 세 가지의 작업공정(골조/합판부착/단열

재충진등)들을 SIP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자재비와 인건

비 절감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슈퍼단열재

를 사용함으로 인한 탁월한 단열성능은 실내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해 저에너지 주택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것이라 봅니다. 

건축공사기간과 인건비의 절감 - SIP

(Save time and labor)

 공장시설에서 SIP의 사전 제작과 정밀설계에 의한 치

수재단을 현장에 건축자재의 도착과 동시에 조립공정에 

들어 갈 수 있고 일반 목조 주택(stick frame home)에

서 행하는 골조공사, 외부합판 부착공사, 그리고 단열재 

충진 공사, 내부합판 부착공사 등 4가지 공정을 한 번에 

끝냄으로써 건축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건축 재

료의 절약과 더불어 인건비 또한 절감 할 수 있는 스마

트한 건축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중단열유리창호

  
  고품질 창호는 패시브하우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

소입니다. 거주공간의 보온성 및 쾌적함을 위한 엄격한 

창호의 조건(U=0.85W/m²K, 시공기준)이 결정 되었습니

다. 

 내부 창호표면의 평균온도는 창호 아래 라디에이터가 

없어도 겨울에 17℃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을 전제합

니다. 거주공간의 보온성 및 쾌적함은 창가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창틀은 다양한 창호의 크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게 다

뤄집니다. 패시브하우스에서 쓰이는 창호는 유리의 성

능보다 프레임의 성능이 다소 낮기 때문에, 크기는 작은 

창호 일수록 열 손실이 커지게 되므로 총 창호 면적의 

30%~40% 이내로 창틀의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그림15) 위- 알루미늄 3중단열창 / 아래- 열교환기내장형 3중단열창

일반건물에서 유리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추

가적인 열 손실은 중요한 고려대상입니다. 일반 창

틀(U=1.5~2.0W/m²K)은 패시브하우스용 창틀보다 

(U=0.8W/m²K) 2배 이상 더 열 손실이 큽니다.

www.siphome.co.kr

출  처
그림15) www.schu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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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연간 단위 면적당 창호사양에 따라 리터기준 열손실량 비교표
                                                                                   
   

 열교환 환기장치는 별다른 열의 생산 없이 외기의 온도

를 실내의 공기온도에 가깝게 맞추어서 공급한다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을 경

우에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성능 유리를 위해서는 고효율의 창틀이 매

우 중요하며 또한 기밀성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같은 추운 기후에서는 3중 로이

유리와 기밀한 창틀이 필요합니다. 반면 따뜻한 기후에

는 2중 로이 유리와 일반창호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창호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벽체의 단열성

능을 따라 갈 수 없으므로 따뜻한 지방이라도 창호의 성

능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외단열층에 창호를 설치할 때 열교를 최소화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틀을 둘러싸는 추가적인 단

열방식은 열손실을 크게 줄여줍니다.

 

70

60

50

40

30

20

10

0
난방유/ 리터기준

67

33
29

14

8

-88%

-75%
-72%

-42%

열손실 감소율

3중단열 창호 U= 약 0.7-0.8W/m2K

2중단열창호 U= 약 1.2-1.5W/m2K

접합창호 U= 약 2.5W/m2K

무코팅 진공창호 U= 약 2.8W/m2K

홑유리 창호 U= 약 5.8W/m2K

열교환기

  현대식 주택에서 건강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의 환기시스템은 꽃가루, 

먼지 등이 없는 깨끗한 공기 그리고 습기와 불쾌한 냄새 

없는 공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 창문을 

열어두면 총 에너지요구량보다 열손실이 훨씬 많아집니

다. 

 주택이 기밀해지면 에너지절감과 벽체내 결로현상 감

소라는 순기능의 장점이 있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환기

량이 부족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밀성이 점

차 높아지고 있는 현대의 주택에서는 기계식 환기장치

를 사용하게 되며, 환기를 기계식으로 하다보니 좀 더 

기술을 덧붙여서 나가는 공기와 들어오는 공기의 열을 

서로 기계 내에서 교환하는 열교환 환기장치(폐열회수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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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열교환 환기 장치                                                                                   
   

출  처
표1) Bayerisches Landesamt fur Umwelt 2012 in Germany 3,4page
그림16) 한국패시브 건축 협회 11



가난할수록 더 비싼 난방연료 쓴다. (국내 주택의 에너지 사용실태)

 가난할수록 더 비싼 난방연료 쓴다.저소득층 사용 등유 

가격 도시가스 보다 3.5배 비싸 가난한 계층이 더 비싼 

난방연료를 쓰고 있어 에너지 빈곤의 골을 더욱 깊게 만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연구위원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 중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를 이용하

는 가구 비율이 25%로 전체 평균의 약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11년02월27일 밝혔습니다. 

 추 연구위원이 지식경제부 자료를 분석한 '저소득계층

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라

는 보고서에 따르면 "실내등유는 난방용으로 쓸 때 단

위열량(㎉)당 가격이 122.1원으로 도시가스의 34.8원보

다 3.5배나 더 비싸다. 반면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은 도시가스(36.0%)와 지역난방(25.7%)을 주로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지역난방 사용비

율은 전체 가구 평균의 3.7배"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난한 계층일수록 혹한기를 버텨내기 힘들 

뿐더러 난방을 할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

생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당국은 "전기와 가스 등 에너

지 가격에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요금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추 위원은 "저소득층은 유가 변동에 취약한 

데다 원가주의 요금체계 도입에 따라 전기 난방비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에너지 빈곤 상황이 악화될 것"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

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광열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광열비는 최저

생계비 126만5000원의 5.4%인 6만8000원에 불과했습

니다. 이는 도시가스 보급지역 이외의 저소득층에게 필

요한 겨울철 개별난방비용 15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

니다. 

 추 위원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값싸고 깨끗한 도

시가스를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미흡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 위원은 "혹한, 혹서, 수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에 저소득계층은 적응능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면서 "취약계층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담당 기관의 역할

을 분담해 정책적 지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

니다.

 모든 해외에너지는 먼바다를 통해서 수입되고 있습니

다. 원자재 값보다도 더욱 많은 운반비를 소요하고 있는 

셈 입니다. 석유자원을 대체할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석

탄과 가스등도 모두 많은 운반비를 소요하는 교통비를 

지불해야 하며 그 모든 근원은 석유에너지 입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석유자원의 부족은 파생되는 모든 자

원의 부족으로 악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기본생활 유

지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17)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에너지이용 불평등

www.siphome.co.kr

출  처
그림17)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
글 전문)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12



건물에너지 총량제 실시

'건물 거래시 에너지 소비량 의무화' 

 2013년2월23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어느 부분에

서 에너지를 얼만큼 쓰는지 부문별로 기록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19

일부터 입법예고(기간 9.19~10.29) 했습니다.

제정안은 건축물의 에너지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해 부동

산 거래 시 첨부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단위면적당 난방·

냉방·조명 에너지 소요량, 사용면적당 도시가스·전기·지

역냉난방 사용량 등을 부동산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를 제공하고 기존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

약생활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내년에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시설에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

로 대상이 확대된다.

 신축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

출해야 하는 대상을 용도별 2천~1만㎡이상에서 모든 

용도 500㎡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적

정성 여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게다가 제정안은 표준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설정해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연면적 1만㎡ 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먼저 도

입 후 단계적으로 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녹색건축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앞으

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설계가 필

수적으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

령 제정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저

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3

일 이전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림18)  에너지패스 주거용

 - 독일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총량제  에너지 패스 - 

 해당주택의 에너지량을 한눈에 알수 있고 건물입구에 부착하

며 건물거래며 임대시 임대가와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다.

출  처

그림18) http://www.eem-energiemanagement.de

국토부, 내년 2013년2월23일부터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추진…건물에너지 절감 '박차'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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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손실열량(W/K) 179.231

총열손실(W/K) 296.234

지붕,바닥등 열손실(W/K) 40.637

외피 총열손실(W/K) 117.003

3. 환기열손실(W/K)

환기횟수(ACH) 0.7

바닥 132.65 0.30 10 21.887 준공연도열관류율

비    고

지붕 93.75 0.20 35 18.750 준공연도열관류율

문 열손실(W/K) 3.8

외피종류
면적

(㎡)

열관류율

(W/m²·K)

단열재두께

(mm)

손실열량

(W/K)

비    고

남서쪽 1.90 2.00 6 3.800

유리창 열손실(W/K) 49.396

방    향
면적

(㎡)

열관류율

(W/m²·K)

단열재두께

(mm)

손실열량

(W/K)

북서쪽 15.00 1.78 사용안함 26.7

남서쪽 2.66 1.78 사용안함 4.735

남동쪽 5.02 1.78 사용안함 8.936

북동쪽 5.07 1.78 사용안함 9.025

외벽 열손실(W/K) 23.17

방    향
면적

(㎡)

열관류율

(W/m²·K)
유리의 종류

손실열량

(W/K)
비    고

북서쪽 60.08 0.15 0 6.762 열관류율 사용자 입력

남동쪽 54.77 0.15 0 7.462 열관류율 사용자 입력

남서쪽 34.21 0.15 0 4.448 열관류율 사용자 입력

비    고

북동쪽 35.06 0.15 0 4.498 열관류율 사용자 입력

총 체적(m³) 775.89

2. 외피열손실

방    향
면적

(㎡)

열관류율

(W/m²·K)

단열재두께

(mm)

손실열량

(W/K)

지하층 126.01 3.0 378.03

총 면적(m²) 258.63

2층 51.73 3.0 155.19

1층 80.89 3.0 242.67

준공    연도 2013년 3월 28일

건물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194-14번지

층    별 바닥면적(m²) 평균층고(m) 체적(m³)

주거용 건물 에너지 성능평가 결과(신청주택)

1. 건물의 일반사항

건물의 지역 인천 건물의 향 남동쪽

환기손실열량(W/K) 179.231

총열손실(W/K) 296.234

지붕,바닥등 열손실(W/K) 40.637

외피 총열손실(W/K) 117.003

3. 환기열손실(W/K)

환기횟수(ACH) 0.7

바닥 132.65 0.30 10 21.887 준공연도열관류율

비    고

지붕 93.75 0.20 35 18.750 준공연도열관류율

문 열손실(W/K) 3.8

외피종류
면적

(㎡)

열관류율

(W/m²·K)

단열재두께

(mm)

손실열량

(W/K)

비    고

남서쪽 1.90 2.00 6 3.800

유리창 열손실(W/K) 49.396

방    향
면적

(㎡)

열관류율

(W/m²·K)

단열재두께

(mm)

손실열량

(W/K)

북서쪽 15.00 1.78 사용안함 26.7

남서쪽 2.66 1.78 사용안함 4.735

남동쪽 5.02 1.78 사용안함 8.936

북동쪽 5.07 1.78 사용안함 9.025

외벽 열손실(W/K) 23.17

방    향
면적

(㎡)

열관류율

(W/m²·K)
유리의 종류

손실열량

(W/K)
비    고

북서쪽 60.08 0.15 0 6.762 열관류율 사용자 입력

남동쪽 54.77 0.15 0 7.462 열관류율 사용자 입력

남서쪽 34.21 0.15 0 4.448 열관류율 사용자 입력

비    고

북동쪽 35.06 0.15 0 4.498 열관류율 사용자 입력

총 체적(m³) 775.89

2. 외피열손실

방    향
면적

(㎡)

열관류율

(W/m²·K)

단열재두께

(mm)

손실열량

(W/K)

지하층 126.01 3.0 378.03

총 면적(m²) 258.63

2층 51.73 3.0 155.19

1층 80.89 3.0 242.67

준공    연도 2013년 3월 28일

건물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194-14번지

층    별 바닥면적(m²) 평균층고(m) 체적(m³)

주거용 건물 에너지 성능평가 결과(신청주택)

1. 건물의 일반사항

건물의 지역 인천 건물의 향 남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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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항목 절감률 2.50%

총 에너지 절감률 49.30%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KWh/㎡년) 96.91 182.14

난방에너지 절감률 46.80%

난방에너지(KWh/년) 12,851.49 24,154.77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Kcal/㎡년) 83,327.52 156,616.70

가변 난방도일(℃ day, 최대값) 2,245.50 2,513.20

난방에너지(KJ/년) 46,265,351.34 86,957,185.71

연간 총 실내열취득(W) 17,056,784.69 15,389,479.45

실내 열취득에 의한 온도상승 2.10 1.60

7. 열원장비 설치 대수

보일러 유형 효율(%)

8. 난방에너지 분석결과

난방에너지항목 신청주택 표준주택 비    고

6 고효율램프 및 LED 조명의 사용 1.00 O

합 계 2.50  

4 거실의 주 콘센트가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서 전원 차단 가능(대기전력 0.25 O

5 각 부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무(ex. 급탕-태양열, 난방-지열히 2.50 X

2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0.25 O

3 각 실별 또는 존별 실내온도자동조절장치 설치 0.75 O

6. 가산절감률

번호 가산항목(단위세대) 절감률(%) 적용여부

1 현관에 방풍실 설치 0.25 O

기기 14.39 132.62 477.228

총 내부발열(W) 614.800

내부발열체
발열밀도

(W/인,W/m²)

재실인원 또는

바닥면적(m²)

발열량

(W)
비    고

인체 38.21 3.60 137.572

총 태양열취득(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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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쪽 15 0.7 1 차양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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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실별 또는 존별 실내온도자동조절장치 설치 0.75 O

6. 가산절감률

번호 가산항목(단위세대) 절감률(%) 적용여부

1 현관에 방풍실 설치 0.25 O

기기 14.39 132.62 477.228

총 내부발열(W) 614.800

내부발열체
발열밀도

(W/인,W/m²)

재실인원 또는

바닥면적(m²)

발열량

(W)
비    고

인체 38.21 3.60 137.572

총 태양열취득(W/K)

5. 내부 발열(W)

남서쪽 2.66 0.7 1 차양없음

북서쪽 15 0.7 1 차양없음

북동쪽 5.07 0.7 1 차양없음

남동쪽 5.02 0.7 1 차양없음

4. 태양열 취득(W)

방    향
면적

(㎡)

차폐계수

(SC)
차양계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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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100만호 주택산업

출  처
전문) http://www.kemco.or.k

구     분 지원자격

대상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공동주택

1.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2. 건축중인 공동주택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
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에너지원 선택

시공업체 선정

사업신청서 제출

설비 설치

설치확인및 보조금지급

사용목적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표준설치계약서의 내용(자부담, 설치모델, 하자보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시공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서 평가 및 승인 후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상태를 확
인하여 적합 판정시 시공업체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소형풍력주택이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인버터 설치를 위

해 실내에 1㎡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연료전지주택이란?
 연료용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수소와 대기중의 산소를 

반전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

다.가구당 지원규모는 1kW이하이며, 약 2㎡의 설치면적

이 필요합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

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

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1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에 신·

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지

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린빌리지 추진 시 마을회관, 경로

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구당 지원규

모는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열 주택이란?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지원규모는 20㎡ 이하이며 약 25㎡의 설치면적이 필요

합니다.

 ※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급탕위주의 설비로 급탕에 우

선적으로 사용되며, 잉여온수가 발생할 경우 보조적으

로 난방에 사용됩니다.

지열주택이란?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

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

www.siphome.co.kr

표준설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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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에너지 주택은 기본설계부터

 “좋은 설계가 곧 에너지 절약이다”라는 전제가 앞으로

의 미래지향적인 건축물 기본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하

다고 할 것 입니다.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형 건축물을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향을 고

려한 계획, 간절기 동안의 자연환기가 가능할 수 있는 

창호 위치 및 폭 조절, 단열과 기밀성이 우수한 유리 및 

창호선정, 열교가 없는 실시설계, 고효율 폐열회수환기

장치 그리고 외단열 시스템이 바로 절약요소 기술의 핵

심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기획 및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

본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요구량 숙지와 에너지 절

약형 인증자재 사용이 고려되야 합니다. 실시설계단계

에서는 열교점을 체크한 디테일을 만들어야 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고 건축물 완공 후

에는 기밀성 검토 및 열화상 카메라로 열 손실을 체크하

여야 합니다.

 21세기 현대의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에서 요구되어 왔

던 구조, 기능, 미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쾌적’이라는 

항목이 추가 되면서 건축물 설계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쾌적함을 주는 공간의 조건

 
 실내온도는 20~22℃를 유지하여야 하고, 벽체는 열을 

저장하는 축열 성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6~18℃

를 유지하여야 하며, 바닥온도는 22~24℃ 사이여야 합

니다. 그리고 실내 상대습도는 50~60%가 되어야 하고 

또한 공기흐름 또한 초에 1.2m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인간에게 쾌적함을 주는 공간의 조건입니다.

 비 바람만 가린다고 건축물이 아니듯이 쾌적하다고 느

끼려면 에너지가 절실히 요구 됩니다. 건축물에서 에너

지를 쓰는 설비장치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등의 

설비시스템이며, 5가지 설비시스템만 잘 가동시킨다면 

항상 쾌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후급변과 에너지 자원의 고갈 위기에 봉착하면서 선

진국에서는 에너지를 덜 쓰는 집을 만들기 시작하였습

니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은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에

너지를 쓰지 않고 주택 내에서 발생한 모든 열에너지를 

재이용하는 건축물입니다. 특히 태양복사열, 거주인의 

몸과 조명에서 발생하는 열, 음식을 하는 동안 발생한 

열, 그리고 폐열회수환기장치를 통해 보호되는 열원만

으로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집입니다.

 

실내온도 20~22℃

벽체온도 16~18℃
(축열성능가능해야함)

실내상대습도 50~60℃

공기흐름 1.2m/sec

쾌적함을 주는 
공간의 조건

+

+
+

www.siphome.co.kr

기  온

우리나라의 기온을 보면 중부산간지방을 제
외하고, 대체로 연 평균기온은 10~16℃이

며,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3~27℃, 5월은 

16~19℃, 10월은 11~19℃,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6~7℃이다.(20년 이상 연속 관측한 

60개 지점 1971~2000년 평년값 기준)

습  도
7월과 8월이 높아서 전국적으로 80%정도이
고, 9월과 10월은 70%내외이다.

장  마
6월 중순 후반에 제주도 지방으로부터 시작
하여 6월 하순 초반에 점차 중부지방에 이르
게 되며, 장마기간은 대략 30일 정도이다.

표2) 우리나라의 평균기온과 습도

출  처
표2) http://www.tapsh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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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에너지 절약형 건축사례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그린빌딩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일본 에코 스카이 하우스

 일본 에코주택은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인 류주부동산

주식회사와 여러회사가 공동으로 2008년도 4월부터 시

작한 '신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초에너지 절약주택 기술'

을 실증 시험하는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러 가지 친환경 장치들을 이용하여 광열비가 제로인 

친환경 주택을 만드는 것이 에코주택의 궁극적 목적입

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에 4인 가족이 거주하여 2009

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소비하는 에너지만큼 모두 

생산하는지 여부를 실험한다고 합니다.

 태양광에너지, 바닥축열시스템, 환기시스템, 히트 펌프 

급탕기, 고단열, 리튬전지, 풍력발전기, 외벽블라인드, 지

붕과 벽면의 녹화시스템, 빗물 이용 살수 시스템, V2H 

전기 자동차 충전구와 같은 것들이 이 실험을 가능케 하

는 첨단 장비시스템으로 구성된 집입니다.

스위스 버티스홀즈

  스위스의 버티스홀즈는 스위스 루체른 캔톤 지역에서 

최초로 ‘미너기 하우스’ 인증을 받은 단독주택입니다.

미너기(Movergie)는 미니멈(Minimun)과 에너지

(Energie)의 합청어로 스위스의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인

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통상적인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의 10% 정도를 사용하

는 것이 미너기 하우스의 기준입니다.

 스위스 건축가 Norbert Aregger가 설계했으며 2003년 

완공되었습니다. 남서면의 경사지에 위치하여 주변 건

물과 충분히 거리를 두어 자연형 태양열과 주광을 최대

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여름철 과열을 방

지하기 위해 태양센서로 제어되는 차양장치를 설치가 

도입되어 있고, 옥상녹화의 우수활용시스템이 생태건축

적 요소기술로 적용되었습니다.

독일 패시브 하우스

  독일의 소도시 카젤에 있는 패시브 하우스 입니다.

이 건물의 독특한 점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지하실을 없

애고, 세미중앙방식의 환기시스템을 차용했다는 것입니

다. 6-8세대마다 중앙 열 교환기를 1대씩 평지붕 위에 

설치해서 거주공간을 극대화 하는 한편 소음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세대별로 환기량과 실내온도를 제어할 수 

있고, 에어필터만 정기적으로 교환해주면 다른 관리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림1

그림21) 스위스 버티즈홀즈그림19) 에코하우스 그림20) 독일 카젤 패시브 하우스

www.siphome.co.kr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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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그린빌딩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출   처
Kassel, Germany
Buttisholz, Switzerland - IEA 제공
친환경 제로에너지주택 해외사례 - 피데스개발

영국 인테거

 영국의 인테거하우스입니다. 인테거(INTEGER)는 

Intelligent와 Green의 합성어로 디자인 및 시공기술, 환

경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세 가지 분야에 혁신을 가져온 

건축물입니다.

 벌써 10년전인 1999년에 준공되었지만 인공지능으로 

주택 내의 시스템 관리가 가능한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경사지를 이용하여 충분한 태양 유입을 할 수 있는 평면 

및 매스디자인을 채택하고 목재, 유리, 경사지붕 등 전

통적인 재료를 혁신적으로 사용하여 기존 주택의 50% 

미만의 에너지 소비, 30% 미만의 물을 소비하게 지어졌

습니다.

그림22) 영국 인테거하우스 그림23) 미국 ZEH

미국 ZEH

  ZEH(Zero Energy Houses)는 일본의 에코하우스와 같

이 총 에너지 지출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연구용 주택으

로 건설한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고효율 유리창과 건물과 연계된 히트펌프나 지중열 히

트펌프, 태양광발전시스템(PV시스템), 구조단열판넬 

(Structural Insulated Panel, SIP) 등의 에너지 절약기술

을 사용하고 있으며 ZEH 에서 사용하는 PV 시스템은 일

반 전력 공급업체의 전력선에 연결되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공급업체에 되팔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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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 패시브 주택의 사례 -1 (인천 강화)

강화군 배** 씨댁 주택

설계 및 시공 : 한국SIP주택산업 
                   대표 황현승

건축개요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대지면적 :  500m2

건물규모 :  지하주차장/지상2층

주요용도 :  단독주택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경골SIP목구조

건축면적 :  82.5 m2

연 면 적 :  145.2m2(용적율산정연면적62.7m2)

건 폐 율 :  16.5%

용 적 율 :  76%

주요외장재 :  적벽돌 + 스터코플렉스 마감

도로에서 보는 주택외관 사진1:바닥 난방 배관 설치후

사진1) 외벽 골조 시공 모습 사진3) 벽체를 세우는 모습

사진2) 실내에서 본 지붕 마감 사진4) 바닥 출열 보강을 위한 금속 열 전달체 사용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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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만 계속 사셨던 건축주주 분이 조금은 동 떨어

진 강화의 바닷가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은 잘 아시

는 친구의 소개로 땅을 구하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 게 된 땅은 바다를 바라 볼수 

있는 조망은 좋은데 다소 문제가 있는 부지였습니다. 기

존 부지 아래에는 반지하 주차장이 있었고 그 주차장은 

도로경계선에서 물려 있는 상태라 새로이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을 받으려면 도로경계선을 넘는 지하주차장을 

허물어 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부지 아래에 주차장 콘크리트 건물은 땅 속내의 

물의 흐름을 막아 항상 질뻑한 상태를 유지하기에 별도

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꼭 저에

너지 주택을 짓겠다'는 건축주 분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나름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신 건축주께서는 항상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며 도면작성 초기부터 시공까

지 면밀한 검토를 주고 받았습니다.

사진5) 완성 된 투시도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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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 패시브 주택의 사례-2 (충북 충주)

            충주시 배**씨댁 주택

설계 및 시공: 한국SIP주택산업 

                  대표 황현승

건축개요

구      조 : 경골SIP목구조건축개요

대지위치 : 충북 충주시 금가면

대지면적 : 608m2

건물규모 : 지상2층

주요용도 : 단독주택

구     조 : 경골SIP목구조

건축면적 :  66m2

연 면 적 : 132m2(용적율산정연면적66m2)

건 폐 율 : 10.8%

용 적 율 : 100%

주요외장재 : 적삼목 채널수직사이딩 

사진9) 바닥 플레이 드랍

사진8) 1층 시공 모습

사진6) 골조 80% 공정 마감시

사진7) 골조 완성 후 결로 방지 종이 부착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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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실한 종교생활을 하시는 건축주 내외분은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바른 생각으로 자식들 교육

에 열정적이셨습니다. 일찍이 자식을 본 터라 자식 셋이 

기거 할 수 있는 주택을 지으려면 최소 방 4개가 필요하

여 1층에 거실과 안방을 배치하고 위층에는 작은 거실

에 3개의 방을 배치하였습니다.

 3개의 방을 배치하고도 제법 넓은 거실을 2층에도 배

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으며 더욱이 2층 거실에서 발

코니로 향한 전망은 자연의 화폭을 그대로 옮겨 놓은 형

상입니다.

 이 집의 외장재는 조금은 색 다르게 삼나무 수직을 사

용했습니다. 수직적인 배치의 사이딩 설치는 건물을 더

욱 높고  웅장한 맛을 가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

다. 친환경을 항상 신경 쓰시는 건축주분 내외께서는 공

장에서 만들어지는 건축재를 거부하시고 자연에 더 가

까운 나무원목 자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진10) 완공 된 모습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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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이** 씨댁 주택

설계 및 시공 : 한국SIP주택산업 

                   대표 황현승

건축개요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대지면적 :  680m2

건물규모 :  지상2층

주요용도 :  단독주택

구      조 :  경골 목구조

지      역 :  관리지역

건축면적 :  119 m2

연  면 적 :  167.3m2

건  폐 율 :  17.5%

용  적 율 :  90.60%

주요외장재 : 스마트랩사이딩, 이중그림자슁글

저에너지 패시브 주택의 사례-3 (강원 평창)

사진11) 방수 및 결로 방지 종이 부착 모습 사진13) 2층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12) 2층 거실 나무원목 마감 사진14) 벽난로 설치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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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지역에서 자그맣게 육우축산을 하시던 내외분께서

는 소 값 하락과 이제는 연로하신 체력 탓에 이젠 큰 일

손은 놓으시고 그저 자그맣게 텃밭 농사나 지으실 정도

의 여유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쾌적한 노

후를 걱정하시던 아드님의 염려로 기인해 기존의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롭고 따듯한 집을 지어 드리기로 맘을 먹

고 건축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이 다 그러

하겠지만 유달리 버려야 할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하기야 두 내외분이 그 곳에서 사신 횟수가 4,50년 정

도는 되겠기에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로운 

집터는 기존에 철거한 집터에서 약 10m 정도는 경사지

로 올라 간 곳을 택했습니다. 기존의 자리가 조금 저지

대로서 습기로 인한 영향을 다소 받으셨다고 하셨습니

다. 새로운 경사지의 부지는 경사진 터라 건축주와의 고

심 끝에 절토를 하지 않고 그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 집

을 짓기로 하고 경사로 인한 아래 부분은 농사용 창고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의 다소 칙칙한 느낌의 철거된 건축물과 견주어 볼 

때 건축주 내외분께서는 아들 내외나 손자들에게도 산

뜻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건축물을 원하시기에 조금은 

도시적인 외부 모형에 외장은 변형이 적은 스마트랩 사

이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벽난로를 설

치해 거실에서 저녁에 가족들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이

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지금도 

참 맛있게 먹었던 그곳의 감자와 옥수수가 그립습니다. 

사진15) 완공 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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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 패시브 주택의 사례-4 (강원 삼척)

삼척 이**씨댁 주택

설계 및 시공 : 한국SIP주택산업 

                   대표 황현승

건축개요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고포리

대지면적 : 520m2

건물규모 : 지상2층

주요용도 : 단독주택

구     조 : 경골목구조

건축면적 : 118.6 m2

연 면 적 : 142m2(용적율산정연면적 23.4 m2)

건 폐 율 : 22.8%

용 적 율 : 19.7%

주요외장재 : 아라우코판넬사이딩+시멘트성형 베이스

                 판넬, 온두린지붕재

사진16) 오른쪽 너머 바다 인적

사진18) 배산 형태의 집터

사진19) 새로운 평지붕 형태의 목조주택 시도

사진17) 내부 단열재 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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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곳 역시 장성한 세 아들과 딸 한 분이 힘을 합쳐 기

존의 부모님집을 철거하고 새 집으로 계획하고 계시다

기에 찾았던 터였는데 예전의 집은 살펴 보니 외벽 두께

가 무려 60cm는 족히 되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단열이 좋지 않아 춥다고 하시면 새롭게 단

열이 좋은집으로 계획하고 계실까? 고민하던 중 그 이

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벽이 본래 이렇게 두꺼

운 벽은 아니었으나 단열이 좋지 않으니 내부에서 스치

로폼을 대고 벽지를 새롭게 발랐는데, 전문가가 아닌 분

이 내부에서 단열을 한다는 것은 그리 밀실하게 작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단열재의 틈 사이가 여러 곳에

서 노출되다 보니 그 틈으로 열이 새어 나가고 또한 역

시 결로나 곰팡이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마다 반복하다 보니 벽체만 두

꺼워졌을 뿐 단열의 효과는 더 이상 보지 못하였다고 하

셨습니다. 이에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롭게 단열이 잘 되

는 집으로 모든 전제를 두기로 했지만 여러 아들들의 분

분한 의견속에서 내외장 마감재의 미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되기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외장재를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

는 순간 외장재료로서 목조주택에서는 다소 생소한 시

멘트성형 베이스판넬을 사용하기로 하고 아울러 아라우

코 판넬사이딩을 이용해 시멘트의 딱딱하고 차가운 면

을 목재로서 조금 상쇄시켜 보았습니다. 결과는 만족이

었고, 굉장히 색 다르면서도 건축물 외장관리 부분과 구

조적 안정성에도 더욱 좋은 효과를 보여 주는 건축재료

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여기가 옛날에 유명했던 울진’삼척지

구로서 김신조 일당이 대규모의 남파간첩을 이끌고 남

한으로 침투했던 곳이라 동네 어르신분 들이 알려 주셨

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곳은 경치도 좋고 인심도 좋은 마

을이지만 또한 그 만큼 외지고 한적한 곳이기도 했습니

다.. 

 처음 이 현장에 들렀을 때 이미 늦은 봄이라 내리 쬐는 

햇빛에  바닷가 근처로서의 그늘 없는 태양볕 선사를 받

겠구나 싶었습니다. 또한 이 부근 바닷가에는 코 앞의 

백사장을 들어 갈 수 조차 없게 철조망을 쳐 놓았었습니

다.

사진20) 완공 된 모습

www.siphome.co.kr

27



저에너지 패시브 주택의 사례-5 (경남 창원)

창원시 조** 씨댁 근린상가

설계 및 시공 : 한국SIP주택산업 

                   대표 황현승

건축개요

대지위치 : 경남창원

대지면적 : 600m2

건물규모 : 지상2층

주요용도 : 단독주택

구     조 : 1층 - 콘크리트 구조(주차장)

             2,3층 - 경골목구조

건축면적 : 382.8m2

연 면 적 : 712.8m2

건 폐 율 : 63.8%

용 적 율 : 86.2%

주요외장재 : 자연석+시다베벨사이딩

사진21) 원목 형태의 보 사용

사진23) 상무 덕트 시공 모습

사진24) 바닥 덕트 시공

사진22) 그림자 슁글 지붕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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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할 수 있다는 진취

적인 생각, 그리고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라고 여겨 집니다. 1층에 콘크리트구조로 필로티 형태의 

주차장을 만들고 2층과 3층을 목구조 방식으로 계획하

였습니다.  지붕 디자인은 건축주분이 평상시에 외국 여

행에서 얻은 모티브를 적용하여 멘사구조를 원하셨습니

다. 1층에 콘크리트구조로 필로티 형태의 주차장을 만들

고 2층과 3층을 목구조 방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붕 디자인은 건축주분이 평상시에 외국 여행에서 얻

은 모티브를 적용하여 멘사구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흰 낮은 경사각으로 설하중을 우려해  경사각

이 좀 더 높은 박공 형태의 지붕 모양을 권했으나 권주

주의 의견을 따를 수 없는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

데 지금도 가끔 들리는 얘기로는 건축주 내외분께서 겨

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어쩌나 하고 고민이 다소 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작지 않은 면적의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을 목구조

로 건축하는 것이 그리 흔한 경우가 아니기에 여러 고민

을 나누곤 했습니다. 영업장의 특성상 기둥이 많아서는 

안되고 넓고 높은 공간감과 여러 사람의 동시에 출입이 

가능한 활하중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목구조재

는 경량목구조 공법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학목재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기둥부재는 수직부재이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터라 

더글라스 원목(900 x900mm)을 사용하였고 수평장선은 

모두 I-조이스트 공학목재를 써서 장선의 긴 경간을 대

체 했습니다.외장재료는 시다베벨 사이딩을 사용해 원

목의 목조주택 느낌을 외부에서도 충분히 느낄수 있도

록 배려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를 직접 손수 하시는 건

축주분은 2,3년에 한번씩 얼룩진 외장재를 약품을 사용

해 세척하고 다시금 오일스테일을 발라 주어 지금도 항

상 새 건물 같은 정갈함을 보여 줍니다. 그 정성으로 음

식을 하고 손님을 맞이 하시는데 사업성공의 결과는 당

연하겠지요? 

 부산에 사시던 건축주 내외분께서는 해운대에서의 가

구 사업을 접으시고 다른 장소에서 음식 사업을 구상하

던 중 우연히 꿈속에서 지금 창원의 위치와 관련된 현몽

을 하시고 그 날 부로 이 장소를 찾아와 순식간에 모든 

부지매입과 공사진행과정에 관한 일사천리의 연을 맺

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그런가 봅니다. 

세상사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 없이 어려울 것이고 그것

이 결코 도움이 되진 못 할 것 입니다. 

사진25) 완공 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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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너지 패시브 주택의 사례-6 (파주 타운 하우스)

파주시 도시농부 타운하우스

설계 및 시공 : 한국SIP주택산업 

                   대표 황현승

건축개요

대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대지면적 : ***m2

건물규모 : 지상2층+다락방

주요용도 : 다세대주택

구     조 : 경골목구조

건축면적 : 115.5m2

연 면 적 : 316.8m2

건 폐 율 : **.**%

용 적 율 : 274.3%

주요외장재 : 자연석+스터코플렉스

사진28) 프리 패브리케이트 시공 모습

사진26) 광탈한 단지 시공 모습

사진27) 외단열 스터코플랙스 시공 모습

사진29) 작업 안전을 위한 비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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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세대가 하나로 붙혀진 쌍둥이 형태의 이 집은 땅콩

집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외국에서는 듀플렉

스홈(duplex home)이라 하여 국내에선 비록 생소하지

만, 활발하게 지어지는 공법입니다. 작은 땅을 이용하여 

뜻 맞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도 방법이니, 경제

성 문제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건물 가운데 위치한 실내계단을 통해 지하 1번 방에서 

반층 높이씩 지그재그 형태로 6번방 까지 이루어 졌으

며 게다가 꼭대기에는 옥상도 설치하여 작은 정원과 휴

식의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조를 앞 뒤 상하로 아기자기하게 배치하여 실내 

목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며 각자 구성원의 개성 있는 개

인공간을 꾸려 나가는 삶은 젊은 부부들에게 많은 호평

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SIP주택에서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짧은 시간에 동

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했기에 여러 논의를 걸쳐 결국 

바닥에서 벽체 및 바닥구조체를 미리 만들어 중장비를 

사용해 설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프리

페브리케이트 공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을 주

는 방식이기에 앞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할 방식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과 획일한 삶의 생활환경을 떠나 더

욱 가까와진 자연과의 근접한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발 빠르고 개성 있는 젊은 도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

습니다. 새로운 신도시의 현대화된 문화생활을 즐기면

서 또한 아직 촌(?)스러운 전원의 맛도 함께 즐기면서  

젊은 도시민들이 서로 뭉쳐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

서 새로운 건축형태인 목조주택에서의 친환경적이고 건

강한 삶을 맘껏 누리고 있는 타운하우스를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곳은 종래까지는 콘크리트 구조로 타운하우스 분양

을 하였으나 소비자의 생활 건강 측면과 노동 시장의 노

동인구 감소로 인한 신속한 건축과정의 난제를 풀고져 

목조주택 공법으로 선회를 하였고, 콘크리트의 양생으

로 인한 계절적 영향을덜 받는 이유로 인해 신속하고 친

환경적인 공사로 동시 다발적인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

다.

사진30) 완공 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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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이 살아갈 가장 편하고 아늑한 자리는?

다. 지반, 접도
 -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현재 논일 경우는 

지반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논 위에는 

지반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토사를 매입하더라도 점

토질이 매우 높은 논의 특성상 단단한 지반을 형성하기

는 어렵기 때문에 점토질을 퍼내고 다른 토사로 치환을 

하는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근의 도로가 공사를 위한 자재 및 각종 장비가 

반입될 수 있는 여건인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이웃, 근린생활시설
 - 마을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거리에 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를 검토 하면서부터 이웃과

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사 중에도 

기공, 상량, 준공 등의 행사를 활용하여 이웃으로의 면

식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전원주택의 터를 정하는 조건들

 - “배산. 임수. 남향” 급수, 배수, 지반, 접도, 이웃, 근린

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터를 검토할 때에는 기본적인 문서(지적도, 토지(임야)

대장, 국토(도시)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준비하여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관할 관청 민원실에 직

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 배산, 임수, 남향
 - 전원주택 분야에서 임수는 좋은 조망과 물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고 남향이라는 조건

도 사용상의 편리함과 좋은 조망을 구할 수만 있다면 북

향을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터를 만나

기란 너무나 어려우므로, 참고로 전통적인 풍수에서 기

본적인 터 잡기 원칙으로는 앞서 말한 배산임수(背山臨

水), 정면이 낮고 뒤가 높아야한다는 전저후고(前低後

高), 들어갈 때는 좁으나 들어가면 넓어지면서 아늑해지

는 것이 좋다는 전착후관(前窄後寬) 등이 있습니다.

    

나. 급수, 배수
 - 건축부지 근교에 상수도시설이 없는 곳이면 당연히 

물을 구할 수 있는 가까운 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찾았다면 또한 그 물을 버릴수 있는 자연 배수가 

원활한 지형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

어 약간의 부지조성 토공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다

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배제되어야 할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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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선정기준

기술지원과 집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원할히 투입될 수 

있는가도 판단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목조건축 관련제도

 2002년 산업표준심의회는 “경골목구조의 내화에 관한 

성능표준”(KSF1611-1)을 마련하였습니다.

 목조건축의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타운하우스 등

의 공동주택과 일정 가구 수 이상의 전원 주택 단지 등

의 건축 시, 3가지 대표적인 방재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

다. 그것은 내화(耐火) · 차음(遮音) · 내진(耐震)에 관련

된 기준으로서, 공동주택 단지 등을 조성하는데 아주 중

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건축현장에서 적

용하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인정절차가 필요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 개정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한국산업규격(KS)에 제정된 내화구조(예컨대 

KSF1611-1)는 품질 시험 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목조건축의 내화구조 인정 및 KS 제 · 개정 작업
 2007년부터 실제적으로 건축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 구조에 대한 내화 · 차음에 관한 인정을 받

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 2월 중에는 내벽 3

구조에 대한 인정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KSF1661-1(경골목구조의 내화성능 표준)의 미비 된 부

분에 대한 제 · 개정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

다.

적합한 시공업체 선정하기

 일생일대의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정확한 공사 범위와 자재사양을 지정하여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원만하

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전

에 명확한 사양과 공사시방(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도

면 표기하기 어려운 자재, 제조사, 시공 방법 등을 기술

한 문서)을 결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세한 공정별 공사내역과 구체적인 자재의 등급, 시방

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의 공사금액 책정은 시공업체에

게도, 건축주에게도 서로간의 불씨의 씨앗이 될 것이며 

어느 한쪽은 분명 손해를 볼 것입니다.

 설계도서에는 기본적으로 각종 재료의 마감표가 포함

되며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경우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작성되도록 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시공사에 견적 조

건을 견주어 결과물을 돌출하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

로 최종 견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견적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계약내역을 작성하

되 최소한 자재명을 명기한 상세한 실별 재료마감표와 

주요 설비, 위생기구, 수전, 타일, 조명기구, 방수 등의 

주요 시공방법 등 적용자재 리스트와 시방, 적용 금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시공능력 판단은 공사 실적과 함께 제시되는 각

종 자료와 설명과정에서 기술력, 미적 감각, 공사 수행

능력, 경험의 차이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의 규모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는데 직접적으로 우수한 

목조건축물의 높이와 면적 제한 완화
 2005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목조건

축물의 높이가 13m(처마높이 9m)에서 18m(처마높이 

15m)로, 최대 허용 바닥면적은 3,000m²에서 6,000m²로 

개정 되었습니다.

 

목구조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포함
 “한국건축표준설계기준”(KBC, 2005년 대한건축학회 발

간)과 “한국건축표준설계기준 및 해설”(2006년 대한건

축학회 발간)의 제 8장에 수록되어 건축법 상의 구조로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목 조 건 축 ( 경 골 목 구 조 ) 의  내 화 성 능  표 준  계 정

(KSF1611-1)

 2002년 산업표준심의회는 “경골목구조의 내화에 관한 

성능표준”(KSF1611-1)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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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기 및 용수를 확보한다. 
 개인주택 공사에서 시공자 선정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지역 한전에 방문하여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과 건

축주 명의의 통장 사본,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을 합니

다. 이때 가설전기를 시공할 업체를 지정하여야 하며,별

도의 가설전기 공사비가 발생하고 한전에 보증금을 납

부하셔야 합니다.

상수도 공급 외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는데 지하

수는 음용 가능여야 하고 수맥의 깊이에 따라 대공, 또

는 소공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관정 개발비용은 깊이와 

관경에 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크게 다르며 건축과 별도의 허가 및 수질 검

사 후 준공 조치가 따라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시 지하

수 준공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공사도 

별도의 신고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마. 산재보험가입을 한다.
 앞으로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

비하여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인 경우는 허가

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건축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주택 건축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분석-시공과정 (실내공사 제외)

1. 착공 전 준비사항

가. 건축허가(신고)  
 착공을 위해 제일먼저 행하여야 하는 작업은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냐 건축신고

냐 하는 것은 각 주택의 위치를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

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

역을 확인하는 것이 권유되며 해당 관청(구청 혹은 군

청)에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착공신고, 착공계 
 건축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시공을 착수하고자 하는 건

축주는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계를 제출할 경

우 공사 감리자는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건축주가 별도의 건

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

축신고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나 공사시공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실시설계도서의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다. 경계 측량을 한다. 
 토지경계 측량 후 지적공사에서 발급받은 성과도는 향

후 사용 승인 시 필요하므로 설계사무소에 원본을 보내

고 사본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측량을 하고 나면 경계 

말뚝이 분실되지 않도록 말뚝의 보호 조치를 하고 분실

되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근의 지형, 지물을 이

용하여 연장선상에 별도의 표식을 해 둡니다. 

착공 전 준비사항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착공계

경계 측량

전기 및 용수를 확보

산재보험 가입

공사 시작

가설공사

토공사

기초 공사

외장 공사

창호 공사

단열 공사

방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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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기밀성이 높으며 자주 반복되는 사용으로 인

하여 고장이 나지 않도록 내구성 또한 확보되어야 합니

다. 또한 단열성이 높은 유리를 적용함으로써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단열 공사
 단열공사는 유리섬유, 암면, 폴리스티렌폼(스티로폴), 

폴리우레타폼, 단열 모르타르 등의 각종 단열재를 사용

하여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을 통한 열손실

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공되는 공정을 말합니다. 단열

공사는 구조물의 형태와 외장재의 종류, 시공부위의 특

성을 따라 사용되는 단열재료가 달라야하므로 구조체와 

물성이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방수공사 
 방수공사는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주택에서는 주로 

모르타르방수, 아스팔트쉬트 및 펠트방수, 우레탄방수, 

하우스랲 등이 구조공법과 시공부위에 따라 접합한 방

수재료의 선정 및 그 시방에 따라 진행됩니다. 실내에서

도 화장실, 다용도실과 같은 습식공간의 물 사용으로 인

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Fail Safe 개념을 도입하여 1

차 방수의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2차 방수가 기능하여 

장기적으로 누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방수공사 후에는 반드시 담수시험을 

하여 결과를 확인한 다음 후속 공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2. 공사시작

가. 가설공사 
 공통가설공사에는 공사기간 전반의 공사에 공통되는 

것으로 가설 울타리, 현장사무실, 창고와 같은 가설 건

물, 가설 도로, 공사용 급수, 전기 등이 포함되며 직접가

설공사는 특정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가설공사로 줄

띄우기, 규준틀, 비계, 비계다리 등이 포함됩니다.

 가설공사는 앞으로의 공정진행에 따른 자재의 입고 및 

보관, 장비의 진출입, 작업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및 창고 등의 배치가 되도록 합니다. 또한 도난 

방지는 물론 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성 피해가 없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토공사 
 토공사는 대지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와 기초 및 지

하실 등의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는 공사

로서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등을 말하며, 지하 

혹은 기초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및 차수(물막이)공사도 

모두 토공사의 범위에 속합니다.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는 일을 기초파기라 하며 독립기초일 경우 국부

적인 구덩이 파기, 지중보(보통 줄기초라 부름), 벽 구조

의 기초일 경우 줄기초파기, 전체적으로 넓게 기초를 형

성하는 매트기초일 경우의 온통기초파기가 있습니다. 

다. 기초 공사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

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공정으로 개별 주

택규모에서는 모래, 자갈, 잡석다짐 및 말뚝 박기, 버림 

콘크리트 지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성토한지 얼

마 되지 않는 땅과 논 위에 짓는 주택은 지내력 보강이 

충실히 되도록 하고, 주택의 경우 잡석다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잘 다져지고 단단한 모래층, 자갈층, 점토층 

등에서는 잡석지정이 불필요하고 이러한 지반에 다지기 

또는 잡석지정을 하면 오히려 지반을 연약하게 하는 결

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짐이 끝나면 P.E 필름을 깔아 방

습층을 형성하도록 하고 지정의 일부이면서 철근콘크리

트 공사 진행에 도움을 주는 버림 콘크리트 타설하고 레

벨을 맞추어 편평하도록 합니다.

라. 외장공사 
 주택의 조형적 아름다움은 구조체의 골격으로 결정되

지만 외장공사는 색감, 질감 등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는 공정이므

로 경제성과 내구성뿐만 아니라 미학적인 측면에서 매

우 세심한 검토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 창호공사 
 창호란 창과 문을 총칭하며 그 기능은 주택의 실내를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방수, 단열, 방법)하고 채광, 환

기 그리고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창을 개폐가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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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확산 되어가는 목조건축의 시장이 부실시공 및 계

약 미 이행에 따른 수요자의 각종 불만과 수요 및 공급

자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

에서 본 지침서를 제공하여 수요자가 활용토록 함으로

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목조건축 제공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부실시공

의 책임에 대한 수요자의 책임 한계를 면하기 위하여는 

올바른 시공업체 선정 및 적절한 공사금액과 시방서에 

기초하여 계획부터 완공까지 공정별 수요자 점검이 이

루어 지므로서 목조건축이 지닌 각종 장점과 아울러 수

요자가 만족하는 목조건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야 구분 점검(관심)내용 비고

공사계약전

대지조건에 맞는 건축규모 및 수요자 희망 규모 결정 계획된 대지가 희망건축규모 가능 여부 수요자 / 설계사무소

업체선정 및 건축공법 결정
목조건축 기술력 / 시공사 경영상태 확인 
선정된 시공사와 시공법 및 기타 상담

수요자 / 시공사

공사계약

공사금액의 적절성 상호 만족 하는 적정 공사금액으로 계약

초기설계 수요자 희망 설계안 시공사 요구

초기설계 완료 
최종설계 완료

수요자의 검정 완료 후 설계사무소 위임 
건축주 검사 후 착공 / 허가서 제출

설계사무소/수요자 
설계사무소/수요자

공기점검 착공↔완공 기타 일정 확인 각종 상황 고려

착공준비/기초 기초공사

시방서 명시 된 기초방법 및 디테일 확인
-전기, 상하수도 인입 및 배수 방향 확인 
-철근 지정상태 확인 
-큰크리트 품질, 기초벽 규격 확인 
-앵크볼트 간격 및 고정 상태

기초 시방서 기준 
시방서 기준 
시방서 기준 
기능에 맞는 볼트

현장자재도착

구조재

전체적인 구조재 상태확인 
-수종, 등급, 함수율 기타 확인 
시방서 기준 구조재 규격 확인
-규격 각재, 쉬딩재, 빔재

보관상태 등 
검정스템프 확인 
규격등
서까래 장선재들

사이딩재(외벽) 시방서 기준 적절성 확인 규격,종류, 상태

단열재 R-11~30 시방서 기준 확인 지붕, 벽, 기타

각종철물 규격 및 아연도금철물 확인 철물 접목 디테일 기준

기타 하드웨어 방습지, 환기자재, 도료, 코킹, 기타 시방서 기준

자재도착

창호/문 시방서 기준의 입고 여부 초기 보관상태

DECK 자재
시방서 기준 여부 확인 
-방부목, 기타 
-각종기능별 규격 확인

자재보관

사용순서별 보관 상태 확인 
-우천에 대비한 보관 
-기타 습기 노출 대비 보관 
-사용중 환기 상태

구조재 / 마감재,기타 
각종 하드웨어

【본 지침서는 내화구조기능 이하의 층수로 제한함】

목조주택 소비자 시공지침서

출  처
표3및 전문) 한국 목조건축협회 목조주택 시공 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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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분 점검(관심)내용 비고

구조공사

벽체공사 
(외벽/내벽)

토대 방부목 설치 여부 
토대와 기초 벽 간 수평상태 
토대 실러 설치 여부 
각종 못박기 기준 준수 여부 
수직부재간격, 보강재 설치 여부 
토대와 벽체의 고정상태 여부 
규정된 철물 사용 여부 
각종 배관(설비,전기,환기) 구멍 뚫기 규정 준수 여부

C.C.A/ACQ 
  
모서리, 깔도리, 창(문), 
인방 등 
  
시방서 기준

서까래/장선

건축 규모에 적합한 규격재 사용 여부 
-서까래, 장선 
각종 장선 보강재 및 못박기 기준 준수여부 
지붕구조 기능에 맞는 보강재, 못박기 기준 준수 여부 
천정 OPEN 시 지간에 맞는 빔재 사용여부 
서까래의 좌우 대칭 여부

시방서 기준 
지역별 적설하중 및 지
붕마감재 고려 
시방서 기준 
Timber, 공학목재 등

바닥, 벽, 지붕의 
덮판공사

기능별 구조용 덮판 사용여부 
벽덮개가 가새역활 기능토록 못박기 
전단벽, 격판구조의 못박기 기존 확인 
처음기능 구조시 하드웨어 설치 확인 
-벽체간, 세대간, 층간 
지붕 Ridgevent 환기구조기능의 적절성 여부

7/16“, 3/4” TG 
  
  
시방서 기준 
 

DECK공사

시방서 기준에 맞는 자재 사용 여부 
-C.C.A A,C,Q 기타 
설치기능에 적합한 규격재 사용 여부-데킹, 레일, 캡, 
헤드, 기둥 등 
못박기 기준 준수 여부 
-아연도금 스크류, 기타 
-기둥간격 및 고정 상태/joist 간격의 적절성

적절한 데킹 간격 유지

단열 및 방음공사 
(R/STC)

단열재 수분 상태 확인 
구조 규격제의 적합한 단열재 사용 여부 
각족 구조의 작은 공간 막기 여부 
단열제 유동상태 여부 
-처짐상태, 서까래(박공) 환기 공간 확보

(벽, 지붕, 장선, 기타) 
폼, 코킹

방습지 
설치공사

siding 설치전 방습지 설치 여부 
각종 문, 창, 코너 및 이음부분 올바른 설치 여부

방수공사

지붕방수를 위한 보강재 설치 여부 
-쉬트, 펠트, Vally, 기타의 비흘림 
각종 외부 문, 창 방수 여부 
-이지실, 코킹, 비흘림 작업 
욕실벽의 방수 쉬딩 보드 사용 및 바닥 방수 여부

분야 구분 점검(관심)내용 비고

기본 내화기능 공사

벽 및 층과 층간 방화쉬딩보드 사용여부 
-내화보드 이음부분 정밀 시공 여부 
내화구조 기능에 적합한 구조 
-화염막이 및 보강재

KSF116-1

기본 차음기능 공사 내/외벽 및 실내간 차음기능 설치 여부 시방서 기준

내벽 마감 공사

마감재의 기능과 수요자의 기능에 따른 올바른 마감재 
선택 
- 도배, 페인팅, 회벽, 목재 Nel 등 
소재의 기능에 맞는 마감 도료 사용 
목재Nel 사용시 수종/건조 상태 확인 
-건축기능에 적합 및 수요자 기호에 맞는 바닥마감재 
선택 
-비닐, 종이, 기타 건습식 마루판 등

시방서 기준 
(실내공기질 영향 고려) 
시방서 기준

외벽 마감 공사

외벽 치장재는 건축물 형태/유지관리 기능 고려 
지표면 8“ 지붕면과 2” 이격 
사이딩 모서리는 시공자재 기능 고려 마감 
-설치전 코킹 및 이음부분 코킹처리 
외벽 마감재 고려 적절한 도료 
-벽면 하부 비흘림 설치 여부

신중한 선택목재, 금속, 
기타 
시방서 기준

욕실 마감 공사

바닥 및 벽체용 타일 구분 선택 여부 
환기 기능의 적절성 
일부 채광 기능의 적절성 
각종 마감재의 고정상태 확인

도면 기준

주택환기공사
주택 환기 기능의 적절성 
~SOFFIT, Ridge, Gable, 기타 
-실내 공기질 유지 환기 시스템 설치 여부

가장 중요 
설계 지정에 검토 
시방서 기준

도장공사
내/외장 마감재 기능에 적합 또는 건축주 기호고려 색
상 선택

오바코트, 오일스테인 
바니쉬, 기타

지붕마감공사

건축의 특성 또는 기능과 건축주 기호 등 고려 선택 
-아스팔트, 목재, 금속싱글, 기타 
각종 마감재 기능에 맞는 시공법 준수 여부 
-적절한 물받이 설치

시방서 기준시공사 / 설
계사무소

마감 전 점검
각종 전기, 설비(누전, 누수)기능 확인 
시공자, 수요자, 설계사무소 동시 종합 검사

마감 후 점검

신축 건축물 내/외부 청소 
시공사 현장 철수 
설계사무소의 조기 준공을 위한 상호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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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을 생각한 건강주택

 국내 주택의 대명사인 아파트의 경우 일본처럼 천장에 

환기 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천장에 환기 장비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층간 구조가 촘촘히 짜여져 있습니다. 바닥에도 환기시

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온돌식 주거 문화의 단점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주택 가운데 상당수는 환기시스템을 바닥에 설치하는 

데 이것은 입식 주거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바닥에 난방시스템을 설치한 뒤 바로 바닥 

마감재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환기시스템을 들여놓을 공

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기 어려우

면 실내 공기의 순환이라도 잘 돼야 하지만 그것도 문제

입니다. 문짝과 문틀, 창문과 창틀이 꼭 들어맞도록 해 

소음이나 열이 새 나가지 않도록 집을 짓습니다. 이 때

문에 방과 거실에서 따로따로 창문을 열어서 외부 공기

를 받아들이는 것이 흡기ㆍ배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입니다.

 유해물질을 내뿜는 정도가 가장 강한 마감재도 일본이

나, 서구 주택보다 많이 이용합니다. 

 마룻바닥을 시공할 때 일반적으로 한국은 7겹의 접착

제 층이 필요합니다. 마룻바닥의 기초를 형성하는 5겹

의 합판에 드는 접착제와 이를 바닥에 붙이는데 사용하

는접착제, 최종적으로 마루 무늬판을 깔 때 쓰는 접착제 

등 수많은 접착제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이 접착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도 미국과 유럽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마감재가 벽지입니다. 한국은 벽지를 두 벌로 

바릅니다. 물론 바를 때마다 벽지 겉과 속에 접착제를 

듬뿍 바릅니다. 반면 유럽이나 미국은 유해물질이 적은 

실내용 페인트로 색을 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천장에 쓰

는 마감재도 문제인데, 화려함 때문에 바닥보다 더 많은 

장식 합판이 들어가서 이것 역시 접착제 투성입니다.

 이처럼 지어진 국내 주택은 얼마나 유해할까? 세계보

건기구(WHO)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 가운데 건축자재와 관련된 대표적인 포름알데히드

는 방부제의 주재료로 마룻바닥 문짝 창틀 등의 마무리

용 목재 자재에 많이 쓰이고, 이 물질을 권고치 이상으

로 쐬게 될 경우 눈이나 목이 아프고 심하면 두통이나 

기억상실에 걸린다는 것이 WHO의 연구 결과입니다.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은 접착제나 코팅제, 벽지 등에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벤젠은 호흡기를 자극하고 톨

루엔은 신경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높고, 크실렌 역시 신

경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 환

기 시설이 전혀 없고 모든 방문을 닫아 놓았다면 여러가

지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새집증후군'이 호들갑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난 뒤 당장 입주하기 보다 손질을 

많이 하는 이사 관행이 어느 정도는 유해물질의 정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승민 삼성건설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파트를 

지은 직후 측정한 유해물질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

한다"며 "입주 전 난방을 하는 방식으로 유해물질을 줄

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1) 주택에서의 항균 및 곰팡이 방지 시공의 예

출  처

글) 매일경제 -----

 
 국내에서도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고시

하도록 법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실내 공기질에 대해 

생각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

본 등 선진국에 비해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바이오 세라믹 바닥재로 

마감하고 참숯마루를 깔아도 한국의 주택 건축 관행상 

유해성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이 대량 방출되는 접착제로 시공하기 때문에 건

축 자재를한두 가지 바꾼다고 공기의 질이 개선되지 않

는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 현장방문
- 건축물 구조 파악
- 곰팡이 발생원인 분석
- 시공방법 수립

  02 곰팡이 제거 및 향균
- 오염벽지 제거 및 친환경
  곰팡이 제거
- 오염물질 샬균 균업 및 
보수

  03 M항균 세라믹 시공
- 친환경 무기질 세라믹 도로
- 곰팡이 및 유해 세균 방지
- 복사열 차단, 결로현상
   저감 및 예방

  04 MS 항균 단열 시공
- 곰팡이 및 결로방지 예방
- 열 반사, 복사열 처리 가능
- 방음, 표면 강화 기능
- 겨울철 열손실을 억제
- 여름철 열기를 차단
- 국내 특허(실용신안) 제품

  05 M카본 향균 코팅
- 곰팡이 재생 억제 및 방지
- 유해세균 방지
- 천연약품, 무독성

  06 OH-래디컬 살균
- 곰팡이 포자균 살균 및 
  악취제거
- 부유성 유해 세균 살균 
- 실내공기 정화 및 개선
- 인체 무해하고 깨끗함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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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및 곰팡이의 생성원인과 대책

결로의 정의 

 대기중에 존재하는 공기는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습공기(mist air)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수증

기를 함유하지 않는 공기를 건조 공기(dry air)라고 합니

다. 공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분은 한계가 있으며 더 이

상의 수분을 함유할 수 없는 상태의 공기를 포화공기(상

대습도 100%)라 합니다. 

 불포화 습공기를 서서히 냉각시키면 공기 속의 수분은 

수증기의 형태로는 존재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

는데 이때의 온도를 노점온도라 합니다. 이것을 더욱 냉

각시키면 수증기의 일부가 작은 물방울이 되어 공기 속

을 떠돌게 되는데 이 물방울을 김 또는 안개라고 합니

다. 주변에 비교적 낮은 온도의 물체가 있을 때 공기 중

의 김 또는 안개가 그곳을 흡착하여 물방울이 되는데 이

것을 결로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의 온도조건이 12.6도 이하로 강하되

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축되어 불투습성 재료일 경우

에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고, 투습성 재료일 경우

에는 습기가 재료 내부에 침투되어 곰팡이류 및 각종 균

의 번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되며 

또한 구조체 변형에 의해 건축구조물의 안전에도 영향

을 끼칩니다.

결로의 원인 

 오늘날 대류식 난방방식에서 주택의 기밀성과 보온을 

목적으로 환기 횟수를 낮추는 방안으로 결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

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주택에서 

결로가 더 심한 편입니다. 이러한 결로의 발생은 다음의 

여러 현상이 복합되어 일어납니다.

1) 실내외 온도차 

 외기의 온도가 낮은 경우 실내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표면, 단열성능이 가장 나쁜 부위부터 결로가 발생합

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나 냉수파이프 등의 펴면에 제

일 먼저 발생하며 특히 창문의 상인방과 같은 냉교(cold 

bridge)발생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2) 실내 습기의 과다 발생 

 실내의 내부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습기는 

거주자 및 그들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됩니다. 주택의 경

우 일상적이 호흡, 조리, 세탁 등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수증기들이 방출되며 이러한 것들이 결로의 발생 원인

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24) 결로형성및 그에 따른 곰팡이 생성

단열시공 불량

구조재의 열적 특성

생활습관에 의한 환기 부족

실내 습기의 과다 발생

실내의 온도 차

시공 직 후 미건조상태에 따른 결로

출  처

그림24) http://hi-cell.kr

결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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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표4) http://cafe.naver.com/heatero 영진 엔지니어링

3) 생활습관에 의한 환기 부족 

 추운 겨울날 건물 사용시 주간에는 실내의 열손실을 막

기 위해 창문을 대개 닫고 야간에는 방법상의 이유 등으

로 야간의 창문 역시 닫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에 따른 환기 부족은 결로의 원인이 됩니다.

4) 구조재의 열적 특성 

 건물의 테두리 보, 슬라브 지붕, 발코니의 돌출 부위 등 

단열을 연속 할 수 없는 취약 부위에서 결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5) 단열시공 불량 

 단열시공이 불안전하면 그 부위에 결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부위가 흡습성의 표면일 경우 처음에는 결로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결로에 의하여 결로 

부위가 오염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6) 시공 직후 미건조 상태에 따른 결로 

 시공직후 많은 수분이 구조체 및 바닥 바탕재에 함유되

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에 사용된 

물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외기에 노출된 벽이 흡

수한 습기입니다. 이러한 수분은 건조 기간중 구조체 외

부로 방출되어 실내공기의 습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

서 최종 마감 전에는 구조체와 바닥 등에 적용된 각종 

바탕재가 충분히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공정관리 및 보

양관리를 충분히 하여아 합니다.

외기온도
(°c)

상대습도(%)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20 -27.4 -26.5 -25.5 -24.7 -23.9 -23.2 -22.5 -21.8 -21.2 -20.6

-15 -22.8 -21.8 -20.8 -20.0 -19.1 -18.3 -17.6 -16.9 -16.2 -15.6

-10 -18.3 -17.2 -16.2 -15.2 -14.3 -13.5 -12.7 -12.0 -11.3 -10.6

-8 -16.4 -15.3 -14.3 -13.3 -12.4 -11.6 -10.8 -10.0 -9.3 -8.6

-6 -14.6 -13.5 -12.4 -11.4 -10.5 -9.7 -8.8 -8.1 -7.4 -6.7

-4 -12.8 -11.6 -10.5 -9.5 -8.6 -7.7 -6.9 -6.1 -5.4 -4.7

-2 -10.9 -9.7 -8.7 -7.6 -6.7 -5.9 -4.5 -4.2 -3.4 -2.7

0 -9.1 -7.9 -6.8 -5.7 -4.8 -3.9 -2.3 -2.2 -1.4 -0.7

2 -7.3 -5.6 -4.9 -3.8 -2.9 -1.9 -1.1 -0.2 0.5 1.3

4 -5.4 -4.2 -3.0 -2.0 -1.0 0.0 0.9 1.7 2.5 3.3

6 -3.6 -2.3 -1.1 0.1 1.0 1.9 2.8 3.7 4.5 5.3

8 -1.8 -0.5 0.7 1.8 2.9 3.8 4.8 5.6 6.5 7.2

10 -0.1 1.4 2.6 3.7 4.8 5.8 6.7 7.6 8.4 9.2

12 1.9 3.3 4.5 5.6 6.7 7.7 8.7 9.6 10.4 11.2

14 3.7 5.1 6.4 7.5 8.6 9.6 10.6 11.5 12.4 13.2

16 5.6 7.0 8.2 9.4 10.5 11.6 12.5 13.5 14.4 15.2

18 7.4 8.8 10.1 11.3 12.4 13.5 14.5 15.4 16.3 17.2

20 9.3 10.7 112.0 13.2 14.4 15.4 16.4 17.4 18.3 19.2

22 11.1 12.5 13.9 15.1 16.3 17.4 18.4 19.4 20.3 21.2

24 12.9 14.4 15.7 17.0 18.2 19.3 20.3 21.3 22.3 23.1

26 14.8 16.2 17.6 18.9 20.1 21.2 22.3 23.3 24.2 25.1

28 16.6 18.1 19.5 20.8 22.0 23.1 24.2 25.2 26.2 27.1

30 18.4 20.0 21.4 22.7 23.9 25.1 26.2 27.2 28.2 29.1

35 23.0 24.6 26.1 27.4 28.7 29.9 31.0 32.1 33.1 34.1

40 27.6 39.2 30.8 32.2 33.5 34.7 35.9 37.0 38.0 39.0

45 32.2 33.9 35.4 36.9 38.3 39.5 40.8 41.9 43.0 44.0

50 36.8 38.5 40.1 41.6 43.0 44.4 45.6 46.8 47.9 49.0

결로점 온도(Dew Poi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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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결로

 실내가 외부보다 습도가 높고 벽체의 투습력이 있으면 

벽체 내의 수증기압 구배가 생깁니다. 또한 외부온도가 

실내온도보다 낮으면 벽채내의 온도구배가 생깁니다. 

벽채내의 수증기압 구배의 노점온도가 온도구배의 건구

온도보다 높게 되면 벽체는 계속 습기를 흡수하여 벽체

내에서 수증기가 응결되는데 이것을 내부결로라고 합니

다.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외부 치장벽돌을 

적용할 경우 잘 발생하게 되는 단면구조로 이를 예방하

기 위하여 열교를 방지하는 세심한 단열시공은 물론 치

장벽돌 사이에 환기용 부속과 하단부 결로수의 방출을 

위한 부속이 시방에 따라 잘 시공되어야 합니다. 목구조

나 경량철골조 구조에 외부 치장벽돌을 적용하는 경우

는 앞서의 부속류와 함께하우스랲과 같은 방습층 시공

을 통하여 내, 외부 재료를 습기로부터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4.결로의 방지책

1) 열관류율이 적은(열관류저항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

으로써 구조체 내부 표면온도가 노점온도보다 높도록 

합니다.

2) 시공재료 표면을 불투습성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투

습현상에 의한 내부결로를 방지합니다.

3) 시공재료가 투습성일 경우 온도가 높은 쪽에 방습층

을 설치함으로써 내부결로를 방지합니다.

4) 건물 구조체가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열교

(heat bridge) 현상을 방지합니다.

단, 노출 콘크리트 마감일 경우는 세심한 내단열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5) 환기를 통하여 실내외의 수증기압차를 극소화 해야 

합니다.

3. 결로의 발생
 

 결로는 발생 부위에 따라 표면결로와 내부결로로 분류 

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결로와 지속적인 결로로도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구조체의 단열이 잘 안 되어 겨울철 표

면온도가 낮고 실내 습도 발생이 클 때 지속적으로 일

어나는 결로가 문제가 됩니다. 단열이 잘되어도 통풍이 

잘 안 되는 지하 주거공간에서는 겨울과 여름철 장마기

간에 내내 잘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결로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통풍을 위한 창의 효과적 배치 및 

세심한 단열 시공, 실내 습기의 발생 억제 등을 통하여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표면 결로 

 표면결로는 건물의 표면온도가 접촉하고 있는 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을 경우 표면에 발생합니다. 욕실의 경

우 위에 서리는 김, 그리고 난방 된 실내에서 창문의 표

면에 생기는 물기 등은 그 예 입니다. 표면 결로가 발생

하게 되면 표면의 재료가 불투습성일 경우 결로수의 낙

수현상이 초래되어 바닥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누수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표면 재료가 투습성인 경우 

결로수가 벽과 바닥, 하부 층의 이르기까지 침투하여 표

면재질의 오염, 곰팡이류의 번식 등으로 실내 환경을 불

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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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그림25,,27,28,29) http://hwangtosidae.com/

그림25) 천연 황토

그림26)황토 바닥시공

황토를 이용한 다양한 건축자재

그림29) 황토 블럭

그림28) 황토 페인트

그림27) 황토 보드  

그림28) 황토 미장재

살아있는 생명체 '황토' 

 지표면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

(CaCO3)를 지니고 있으며 이 탄산칼슘에 의해 쉽게 부

서지지 않는 점력을 지니고 있고 물을 가하면 찰흙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실리카(SIO2),알루미나(AI203),철분,마그네슘(Mg),나트

륨(Na),칼륨(K)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분비와 

다양한 요소들로 조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꼭 필

요한 원적외선을 다량 방사함으로 일명 살아있는 생명

체라 부르기도 합니다.

 

황토의 장점
 - 체질을 건강한 알카리성으로 개선하는 효과

 - 독소제거, 분해력,비료요소, 정화작용의 역할

 - 황토의 효소 성분

 특히 황토의 원적외선은 체온을 높이는 작용을 하며 성

장촉진에 현저한 효과가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긴장

을 이완시켜주므로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해

소도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황토석의 사용이  필요한 곳
 - 유해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신축건물(아파트)거주자.

 - 새집증후군에 대해 걱정하는 신축건물 입주 대기자.

 - 어린이, 노약자 환자가 있는 가정

 - 주택, 빌라 아파트, 별장, 전원주택등의 벽체와 바닥

 - 호흡기 환자 및 건성피부를 가지신 분

친환경 관련 자재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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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재 규조토란

 규조토란 바로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규조가 바다 

속이나 호수 밑에 800-100만년 동안 쌓여서 규산 부분

만이 화석화된 퇴적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조토의 장점
 규조토가 식물성 플랑크톤의 화석이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은 죽으면서 아주 작은 기포를 내뿜습니다. 그

작은 기포 때문에 수백 만 년 동안 쌓인 규조토 암석에

는 활성탄(숯)의 5천배에 이르는 기공이 생겨납니다.

 이 미세 기공이 오염된 입자를 놓치지 않고 여과하는 

것입니다.

 - 규조토는 유해물질을 흡착 분해합니다.-

 - 규조토의 미세기공은 습도를 유지해 주거나, 냄새를 

   없애주는 등 다양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 또 표면적이 크고 밀도는 작아서 열전열성도 뛰어나 

   며 내화성이 있습니다.

 

 

규조토를 이용한 건축자재 및 그외 친환경 자재

 규조토를 이용한 건축자재로는 규조토 벽재,규조토 벽

돌등이 현재 시중에 판매중입니다. 

그 중에도 새집증후군과 관련하여 ‘에코다이아톰’은 제

습능력도 뛰어나 실내 곰팡이·진드기 예방과 함께 뛰어

난 방열(1300℃)·단열효과, 탈취, 흡음·방음, 음이온·원적

외선 방출 등 총 10가지 기능을 가진다. 이 제품은 마감

재와 초벌재 등 미장재와 미려한 연출이 가능한 천연 벽

지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능대비 가격도 저렴해 고급 

벽지수준이라는 점도 매력적 입니다.

  1994년 장 대표에게 천연자재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게 만든 계기가 된 독일 Auro사의 천연페인트 제품도 

‘에코하우스’ 실현에 빼놓을 수 없는 소재입니다. Auro

사는 1997년 EU가 인증한 세계최초의 천연페인트 제조

사로, 2008년에는 천연페인트의 종주국인 독일의 상공

회의소가 Auro의 제품만이 유일한 천연페인트 임을 인

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림31) 숯을 이용한 내장공사그림30) 규조토 벽시공및 페인트 마감 그림32) 규조토 벽돌

 천연페인트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아마인·해바라기 등

에서 뽑은 식물성 오일과 송진·아마인유 등 천연수지만

을 사용해 제조됩니다. 장 대표는 “기존 친환경페인트는 

합성하는 과정에서 완제품의 8배의 유독폐기물이 나옵

니다. 또한 매장은 말할 것도 없고 소각시 CO2발생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천연페인트는 식물성 원료 사용으로 은은한 아로마 향

을 배출하고, 뛰어난 생분해성과 인체유해물질 미배출 

등 장점과 목재수명연장, 시멘트분진 등에 대한 뛰어난 

은폐력과 내마모성 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

접착제, 풀 등 다양한 제품 구성으로 석유화학물질의 사

용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독일 라우파저의 명품 천연벽지 ‘ERFURT’, 

천연세제 ‘Frosch’ 등도 취급하며 ‘에코하우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물을 에코하우스로 만드

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  처
그림30) http://www.living-stone.co.kr/
그림32) http://image.made-in-china.com/2

글) 2012,12,05 동아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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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이 일어나 전기가 끊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며칠 사이 대한민국 땅은 18세기로 돌아가 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은 온통 먹통. 지하철은 멈춰 섰고, 신호등도 꺼져 차도 다니지 않는다. 거리를 걸어도 문
을 연 은행이나 상점이 없다. 밤이 되면 온통 암흑이라 겁이 난다.열대야에도 에어컨을 켤 수 없고 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언제쯤 전기가 들어오려나.”

블랙아웃 -암세포처럼 퍼지는 블랙아웃

 블랙아웃의 원인으로는 지진과 해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고압전선, 발전소의 피해우연한 사고, 전력수요 예

측 실패로 인한 전기 부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며,전력

망에서 전압과 주파수가 심하게 변하면서 발생하게 됩

니다.

 

 따라서, 일부지역에서 전기 사용량이 공급량을 넘어서

게 될 경우, 전력망 전체의 전압과 주파수가 떨어짐에 

따라서, 전력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지하는 등의 현

상이 발생하고, 전력망은 서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기가 충분하다고해도, 일부 지역전력망

의 전기가 부족할 경우, 일단 해당 지역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한 후, 주변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줘서 차례로 블

랙아웃이 번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할 부

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블랙아웃이 국가 전체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

생한 블랙아웃의 사례는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발생

한 국지적인 블랙아웃이 처음이자 사상 최대 피해로 일

컫는데, 당시 블랙아웃 직전까지 갈 정도로 전력부족 현

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한국전력 거래소에서는 블랙아

웃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전국 각 지역을 수십개 구

역으로 나눈 후, 전기를 한 곳씩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등 지역순환정전을 통해서 제한송전을 실시

해서 블랙아웃이라는 사태를 막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홍보나 긴급 상황전파가 이뤄지지 

못한 탓에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각 가정에서는 냉장고

에 보관된 음식물에 손상이 가거나, 산업시설에서도 피

해가 발생해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림33) 전기절약 행동강령 -블랙아웃대비책

출  처
그림33,34) http://www.ke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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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할 경우에는 완전복구에

는 최소 3일 이상 혹은 10일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

로 알려지는데, 그 이유는, 한번 발전을 중단한 발전기

를 돌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점검도 병행해야겠

지만, 정상화 과정의 첫단계는 발전소와 연결된 외부 전

력망을 모두 차단한 후, 소형 자가발전기 등을 통해서 

발전기 내부 시설에 자체 전기 공급을 시작한 후 발전기

를 가동시키고, 이후 주변에 있는 중소형 발전소와 변전

소, 전력거래소 등에 전기를 나눠주면서, 점진적으로 전

기를 공급받는 지역을 늘려가며 전기공급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위해서 우리나라는 전력예비용

량에 따라서 비상대책을 세워두고 있는데,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미래 전기사용량 예측을 통

해서 발전소를 충분히 짓는 등 전기공급이 원활히 이뤄

져야겠지만, 임시방편으로 최근에는 심야전기를 활용해

그림34) 전기수급 상황실

-  혹 한 기 에 서  전 기 가  나 갔 을 때 의  삶 은  생 활 이  아 닌  생 존 이 다  -

1단계 -전력예비용량 500만 KW이하

2단계 -전력예비용량 400만 KW이하 

3단계 -전력예비용량 300만 KW이하

4단계 -전력예비용량 200만 KW이하

5단계 -전력예비용량 100만 KW이하

-전국 곳곳의 기업 중 자체발전이 가능한 
업체의 자가 발전기 가동을 지시

-1차 전압 하향 조정 등의 조치

-2차 전압 하향 조정 등의 조치

-산업의 핵심 공정설비의 긴급 절전-

-수용기별 순환단전실시 및 비상매뉴얼에   
  따른 긴급조치 -

서 시간대 별 전기 사용량의 분산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외에도, 블랙아웃이 임박한 시점

에서는 개인의 전기절약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실

내 권장 냉난방 온도를 준수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

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두어, 전기 흡혈기라 

불리는 대기전력을 줄이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일을 병행해야 합니

다.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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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저에너지 주택 단지 기획 및 소개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저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

의 저에너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

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패시브주택에 대한 관심이 갈

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가는 것과는 달

리 국내에 패시브하우스가 약 20여 채 밖에 없는 이유

는 건축자재와 시공비가 일반 건축비 대비 고가이기 때

문인데 외국에서 들여오는 비싼 자재와 설비, 시공사들

의 비싼 기술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시공비 상승이 

그 이유입니다.

 지구촌에는 다양한 민족이 자기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

활습관에 맞추어진 집을 짓고 살아왔기에 에스키모의 

이글루에서 열대지방의 방갈로까지 지역마다 독특한 주

거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과 교역의 발달로 지구촌의 문화가 뒤섞이

면서 주택문화가 상당부분 검증 없이 이전되었습니다.

www.siphome.co.kr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화석에너지 고갈이 예상되면서 지

구촌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

직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크오일(생산 정점) 시점을 2012~2015년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오면 급격한 가격상

승이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난방

비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지구 온난화방지 대책 중에서 최저의 비용으

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방법은 건물 단열임에도 우리

나라는 이제서야 뒤늦게 단열 기준을 높이는 등 관련 법

률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단열재를 비롯한 건축소

재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시공되어 지는 신기술 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 패시브주택 등) 조차도 모든 건축소재와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국내 일부 대기업들의 실험용 주

택이라 매우 고가여서 일부 상류층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샘플 하우스 1차 설계안 (한국SIP설계)   그림)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샘플 하우스 2차 설계안 (한국SIP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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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내에서 주로 시공되는 건축방법 중에서 한국형 

패시브주택 시공에 가장 근접한 방법을 다음과 같은 기

준을 근거로 찾아보기로 합니다.

 1. 건강 – 몸에 해로운 자재는 피합니다.

 2. 단열 – 국제 패시브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이 

             있어야 합니다.

 3. 시공성 – 연중 공사가 가능하고 특별한 기술 없이 

                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경제성 – 중산층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따르면, 

 건강에 해로운 시멘트벽돌, 콘크리트는 제외하고 

시공성이 좋지 않은 황토, 스트로베일과 흙부대 공법도 

제외되며, 자재가 비싼 통나무와 중량목도 제외됩니다.

 나머지 시공방법 중에서 시공단가를 낮추고 균일한 품

질보증이 가능하게 하려면 프리패브나 패널라이징 기법

이어야 하므로 선택될 수 있는 자재는 다음과 같이 압축

됩니다. (기타 다수의 공업화주택이 있지만 고가이므로 

제외)

 경량목구조 패널라이징 / SIP / 복합단열패널 

 이중에서 시공성 및 단열과 방수처리등이 용이한 SIP목

구조로 계획된 패시브하우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www.siphome.co.kr

 특히 패시브주택의 경우 독일에서 시작되어 중부유럽

으로 저변이 확대되었는데, 이 지역은 고온건조한 여름

과 저온다습한 겨울을 가지고 있고 겨울 일조권이 10% 

이내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여름과 저온

건조한 겨울을 가지고 있으며 일조권이 50% 내외입니

다.

 특히 한국은 최근 들어 러시아보다 추운 겨울과 열대기

후를 능가하는 여름이 늘고 있으며 폭설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부유럽의 기후조건에 맞추어 개발된 자재와 설

비들이 한국의 현실에도 잘 맞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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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샘플 하우스 최종안(한국SIP설계)



조립식 공업화 주택의 사회적, 시대적 필요성

조립식 공업화의 장점분석

PANELIZING (조립식 건축) 
 조립식 건축은 첨단기술로 접근하여 외부/내부 벽 골조

와 지붕트러스(truss) 들을 시스템화 돼있는 공장에서 반

제품으로 생산되어 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시공할수 있

습니다.

 - 조립식생산 보유업체는 종합건설업자들과 직접 거래

가 가능케 되어 매우 우수한 디자인과 쾌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가미하여 고객의 많은 요구의 폭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 공장에서 미리 제작되는 지붕과 바닥트러스(truss)는 

총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하면서도 용이한 구조물 설치

가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인건비와 자재비의 인상으로 공사의 

어려움들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선호

도를 받고 있습니다.

Labor Savings (노무비 절감)
 - 조립식 주택에 있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은 노

무비 절감입니다.  적은 수의 작업자들로 많은 양의 건

축이 가능하며 비싼 인건비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조되어 나오는 벽, 지붕, 바닥 골조물들은 

현장에서 목수들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처음부터 안전한 목재들로만 사용되어 목수들의 목재선

택의 시간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림35) SIP판넬 공장생산 과정 : CAD작업에 의한 도면 제작, 
        기계로 컷팅하는 모습

출  처
그림35) http://www.weinmann-partner.com/

작업의 정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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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공업화 주택의

 장점

표) 조립식 공업화 시공의 장점

 대형 단지주택공사의 잦은 발생으로 시행사는 많이 존

재하나 전체적인 목수팀을 아울러 공사를 진행하고 품

질을 이끌어 나가며 현장에서 샵드로잉과 전반적인 프

리페프리케이트 공법을 적용 시킬수 있는 굶직한 시공

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 입니다. 

 한국SIP주택산업 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 경골목구

조공법 외에 공장에서의 프리페브리케이트 공법과 트러

스 공법과 동시에 적용할수 있는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어떤 대형단지 공사라도 고객의 수요에 맞게 적응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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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Benefits (또다른 장점)
 - 천재지변에 의한 공사기간의 연장이 건축비  상승을 

초래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됩

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도난, 손상, 사고 등을 

감소할 수 있으며 노동자 산재보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

니다.

 완공 날짜와 입주 날짜를 더 자세히 예상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 또한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조 공

사 중 지연될 수 있는 자재부족이나 노동자부족 들에 영

향을 안 받으며 기약된 완공 날짜를 이행이 가능합니다.

 

.

Consistent Quality (일정한 품질)
 - 공장에서 생산되는 작업품질은 적절한 맞춤을 요구하

며 깔끔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쾌적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은 보다 높은 

고공작업이 가능하며, 또한 숙련된 기술을 발휘하기에

도 더욱 좋습니다.  딱 들어 맞는 조립식 벽, 지붕, 바닥 

트러스들은 보다 나은 단열 과 방음이 가능하며 외부로

부터 침투되는 공해, 먼지, 습기, 빗물등을 막을 수 있습

니다.

 

Design Flexibility (디자인 융통성)
 - 조립식 주택의 장점은 비용감소, 빠른 제작, 높은 품

질 들을 선보일 수 있고 그보다도 디자인 융통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실내 마감에 있어 제안을 받지 않으며 딱

딱한 사각 모양의 박스형식의 형태도 피할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에겐 편리성과 다양성을 주고, 그리고 입주

자들의 고객맞춤(customization)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Savings on Materials (자재 절약)
 - 현장에서 목수 개인의 실수로 인한 자재낭비 시간낭

비 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 쓰레기를 감소시

키고 그에 따르는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투

입전 사전 제작되는 조립식 벽체들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 미리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현장에서의 자재 낭비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출  처

그림36) http://www.weinmann-partner.com/

그림36) SIP판넬 공장생산 과정 : CAD작업에 의한 도면 제작, 
        기계로 컷팅하는 모습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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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 트러스 기술의  장점 및 적용

4. 농업용 및 상업용 건물과 같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목재 트러스는 25m를 초과하는 경간을 제공 합니다.

 

5. 강도를 입증해 주는 예로, 목재 트러스는 콘크리트 거

푸집, 가설발판 및 산업 프로젝트용 가설물에 사용됩니

다.

6. 지붕과 바닥 트러스의 개방형 웨브구성은 배관, 전기, 

기계 및 위생 설비의 배치를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7. 아치모양 천정을 쉽게 만듭니다: 경사 트러스의 하현

재는 비탈지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서로 다른 높이의 지

점에 지지되는 경사진 상하현재 평행 트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락모양 트러스는 지붕공간 내에 거주공

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 되어집니다.

 

8. 목재 트러스는 매우 융통성이 있으며 여타 구조제품

들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트러스에 연결

될 수도 있고, 또는 글루램 및 강철 보와 같은 다른 부품

들과 결합 될 수 있습니다. 북미지역에서, 목재 지붕 트

러스는 일반적으로 지붕이 벽에 결합되도록 간단하게 

설치된 연결 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나 조적식 벽 위에 

세워집니다.

9. 단일경사 트러스와 사용되는 트러스와 사용되는 힌지 

연결 플레이트는 모듈화된 주택이 전형적인 지붕 경사

를 갖게 조립되어 외관을 크게 증신시켜 줍니다.

목조 트러스 기술의 장점 및 적용

 중간 지지가 없는 긴 경간은 건축가와 설계자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줍니

다. 건물의 구조적 견고성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간막이 

벽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트러스의 형태는 거의 무제한적인 다양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이한 지붕 모양을 허용해 줍니다.

2. 많은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자신들의 건물 지붕 디자

인으로 기업의 고유 이미지를 노출하기 위해 선택합니

다.

 

3. 트러스에 연결된 금속 플레이트는 모든 형태의 아치

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림37) 지붕 트러스 설치현장 모습

출  처

그림37) 전북고창 시공현장사진

목조 트러스
기술의 장점

표5) 목조 트러스 구조의 디자인,기능적인 측면의 장점

     

산업프로젝트 
가설물에 사용됨

위생설비 배치의 
용이함

구조적 용이함:
타구조와의 결합 용이

아치모양천정
시공의 용이성

건물외관모양의
향상

지붕형태의 다양성

넓은 경간제공

디
자

인
적

 측
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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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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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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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의 현장 생산 모습

트러스 생산시 유의점

 - 목재 트러스는 주문을 받아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

에, 다양한 지붕 경사 및 부재 위치는 복잡한 재단 패턴

을 필요로 합니다. 각 부재는 반드시 제자리에 편안하게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트러스의 컴퓨터 설계는 제조 지침에 따라 각 현재 및 

웨브 부재들에 대한 규격과 등급뿐만 아니라 정확한 재

단 패턴을 알려 줍니다. 연결 플레이트의 종류, 규격, 위

치 및 방향도 표시 됩니다.

 

 일단 형판을 사용하여 부품들이 재단되고 배치되면, 똑 

같은 트러스 플레이트를 연결부의 반대편에 놓아 유압

기 또는 롤러를 사용하여 제재목 안으로 들어가도록 누

릅니다. 플레이트에 대한 가압작업이 완료되면, 트러스

는 플레이트에 있는 톱니의 삽입 깊이를 점검한 뒤 창고

로 운반됩니다.

트러스 취급, 설치 및 보관

 - 트러스는 수직위치에서는 강하지만 수평방향으로 구

부러지는 경우 플레이트 연결 부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

니다. 트러스는 반드시 묶음으로 하역하고 평평한 지면 

위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면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트러스는 반드시 기본 물질(흙, 물, 불, 바람 등)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역과 설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는, 반드시 적합한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을 도모

하고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6m 이하인 트러스는 손

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18m가 넘는 트러스는 리깅 중장

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룹으로 된 트러스는 지면 위에서 조립하여 한꺼번에 

일제히 제 위치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

결부위에 주어지는 측방 변위를 방지하고 덮개 또는 영

구 가새의 최종 설치 이전에 풍하중을 억제할 수 있습니

다.

사진31) 트러스 현장 모습

그림38) 트러스 생산 : 공장에서 형태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벽체위에 고정하는 형태의 공법

www.siphome.co.kr

출  처
그림38) http://www.weinmann-partner.com/
사진31) http://blog.daum.net/richyaong/295 51



Enerzip panel (sip)  패널 생산 규격

 아울러 Enerzip패널사이즈는 현재 4’x8’x7/16”(가로,

세로1220mm x 2440mm)와 4’x9’x7/16”(가로,세로

1220mm x 2743mm)를 취급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캐

나다에서 취급하는 점보사이즈, 즉 4’x9’를 초과하는 넓

고 긴 사이즈를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건축효율을 최대

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현실화 시킬 예정입

니다. 한편 목재합판 사이에 적용되는 네오폴 슈퍼단열

재는 두께는 89mm에서 285mm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평범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즈는 주

로 89mm, 140mm, 185mm입니다. 그리고 열저항값에

서 더욱 높은 단열수치를 보이는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Enerzip패널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한국SIP(Structural Insulated Panels)주택산업에서는

모든 판넬의 사전 공장제작을 우선시 합니다.

 일반에너집 패널을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창호 개구부

작업을 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국SIP주택산업의 에너집패널 공급시스템은 정확한 도

면에 근거해서 모든 개구부와 절단될 면을 도면 설계 치

수에 근거해서 공장에서 선작업해서 현장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작업의 장점으로는,

1.작업의 정밀성
 현장에서 가공작업을 할 경우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밀실한 단열층에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작업의 친환경성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작업 환경이 더러워 지

고 주위로부터 민원의 소지를 발생시킵니다.

3.작업의 신속성
 그리고 공장에서의 반조립품이 현장에 도착하면 빠른 

시공을 약속해 드릴 수 있으며  그로인한 집구조체가 비

바람으로 부터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 시켜줍니다.

 건축도면의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건축재의 표준화 역

시 중요합니다, 한국SIP주택산업에서 생산되는 저에너

지 패시브건축용 Enerzip(에너집)패널은 창문크기별, 외

부문 크기별로 각각 다른 형태의 패널을 생산하며 코너

벽체 구성에 필요한 패널도 공장에서 맞춤생산 합니다. 

그렇기에 각각의 건축주가 자신의 집을 짓기에 앞서 도

면을 검토해 직접 패널을 주문할 수 있고, 또한 건축주 

본인들이 소수의 기술자를 동반해 자기 집은 자기가 짓

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구하는 저에너지 패시브주

택의 보급화 내지는 대중화에 있어 옳바른 길이라고 여

깁니다.

그림39) SIp panel 공장선작업 및 운송과정

출  처
그림39) http://www.weinmann-partner.com/

에너집패널(Enerzip panel)이란

 한국SIP주택산업에서는 패널내부에 샛기둥(stud)이 들

어 있는 형태의 패널을 생산하며 패널 내부의 샛기둥과 

패널 이음부의 샛기둥 간격은 610mm로서 일반 경량목

조주택의 샛기둥 간격인 16인치 혹은 24인치 간격을 무

리없이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24인치 간견의 샛기둥 배

치는 1층 구조물에서는 무리가 없으나, 2층 이상의 고

층 건물 형태로 갈수록 지붕 상부로 부터 전해 내려 오

는 누적하중을 합판과 단열재 사이의 접착재가 감당하

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기에, 기존 목조주택 구조와 동일

하게 상부에서 부터 하부로 전해지는 누적하중의 무게

를 수직형태의 연속적으로 배열되어진 샛기둥만을 통해 

힘이 전달 되도록 한 형태 입니다.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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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단열판넬 Enerzip(에너집) 생산제품 (기성제품외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문설치용 패널
(가로 1200mm 이하)
- Enerzip  D-2668
               D-2868
               D-3068

일반형 패널
(1220x2440mm)
-Enerzip  N-4080
              N-2080
              N-1080   

창문용 패널
(가로 1200mm 이상)
- Enerzip  W-4030,4040,4050
               W-5040
               W-6030,6040

코너용 패널
- Enerzip  CN-4040
               CN-2020
               CN-4020
               CN-2040

창문용 패널
(가로 1200mm 이하)
- Enerzip  W-3030
               W-3040
               W-3050
               W-2020
               W-2040
               W-2050

문설치용 패널
(가로 12000mm 이상)
- Enerzip  D-4068
               D-5068
               D-6068
               D-8068
               D-10068

각종 패널 조립 예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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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도면을 보내주시면 한국SIP주택산업에서 

시공도면을 그린 후 골조공사에 관계되는 

모든 목자재와 에너집판넬(SIP)물량산출을 

도와 드립니다.

한국 SIP주택산업에서 생산하는 위 모든 제품들은 실용신안과 디자인등록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53



Enerzip (SIP -Structural Insulated Panels) 상세도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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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zip패널 시공방법 (시뮬레이션)

그림1) 코너벽체 우선 시공 그림2) 외벽체 시공 과정 그림3) 외벽체 시공 완료

그림4) 내벽체 시공과정 그림5) 내벽체 시공 완료 그림6) 탑상부 탑플레이트 시공

그림7) 탑플레이트 시공 완료 그림8) 청장 바닥판 시공 과정 그림9) 림보드 설치 및 바닥판 완료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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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바텀 플레이트 시공

그림13) 지붕합판 부착

그림16) 창문 설치 그림17) 지붕방수 쉬트 부착 그림18 ) 지붕 공사 완료

그림14) 지붕합판 부착 완료 그림15) 외벽타이백 설치

그림11) 용마름 설치 그림12) 서까래 설치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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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도면을 보내주시면 한국SIP주택산업에서 시공도면을 그린 후 골조공사에 관계되는 모든 목자재와 에너집판넬
(SIP)물량산출을 도와 드립니다.



내화 및 차음, 냉난방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                      

 한 때  건물을 불연 자재로 건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졌으나 그런 건물에서 발생하는 많은 재앙적 화재

를 통해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화/발화의 위험 감소, 화재 

발생의 경우 입주자에게 경보, 화재 응급상황에서 입주

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가능성 개선, 화재 

억제 및 화재로 인한 구조의 붕괴 위험 감소 등, 많은 전

략들이 필요합니다. 화재에서 사망 또는 부상 당하는 가

능성을 완전히제거할 수는 없지만, 건물에서의 화재에 

대한 안전성은 가능한 한 최대로, 화재가 사람에게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된 검증 받은 건축물 디

자인 기능을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연구와 경험에서 볼 때 주택이나 아파트에서의 화재에 

대한 안정성은 건축에 사용된 구조재의 연소성과의 거

의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입주자에 대한 안정

성은 화재 위험물에 대한 인식(예: 타는 불), 주택에 들

어있는 내용물(예: 가구) 및 주택에 설계되어 있는 화재 

예방 수단들에 훨씬 더 좌우됩니다. 주택건물에서 생긴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을 조사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화

재시 바닥이나 벽이 붕괴되어 사망하게 된 원인은 단 

0.2%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또한 구조 부

재보다는 집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주택 화재에서 먼저 

발화한다는 것과 이렇게 연소되는 내용물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열로 약 90%의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

니다.

경량 철골 및 콘크리트와 목재의 비교
 
 - 건물의 화재 안전성은 시공에 사용된 자재의 연소성 

여부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반드시 전체 시스템의 특

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재는 연소 가능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연소되면, 탄화층이 형성되어 목재를 보호하

고 목재내부의 강도와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해줍니다. 

이는 대단면 목구조 시스템이  노출된 상태에서도 최고 

90분의 내화등급을 획득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전통적인 목조, 목조 트러스 및 목재 l-장선을 사용하

는 목조 벽, 바닥 및 지붕은 최고 2시간의 내화등급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 석고보드(일명 월보드, 플래스터보드 또는 드라이월

로 알려짐)로 마감된 내력 또는 비내력의 목재 스터드 

벽과 금속팜 스터드 벽에 대한 화재 실험에서는 내화등

급의 목재 스터드 벽체가 금속팜 스터드 벽체보다 더 길

지는 않지만 동일한 수준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준

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경량 철골은 불연성 자재이나 높은 온도의 화재에 노

출되면 빠른 속도로 강도를 잃어버립니다. 목조구조체

처럼, 경량 철골도 반드시 화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석고보드를 사용하

여 화재로 인한 붕괴가 일어나기 전까지 시간을 연장시

킵니다.

그림40)  층간소음방지 단면도

출  처
그림40) www.stuga.co.kr

글)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화재 안전성 정의
 

 - 현대적인 연구결과로 건물에서 화재의 안정성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화재는 건물 입

주자에게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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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목조 바닥과 벽 구조체 내에 유리 섬유나 암면 

단열재를 배치하는 것도 소음 전달을 줄입니다. 목조건

축에서는 콘크리트 건축에서 흔히 눈에 띄는 충격음 전

달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기전파소음과 충격소음에 대한 조절은 중요한 건축 

디자인 고려사항으로, 특히 다세대 주거용건물의 경우

에 더 그렇습니다. 모든 건축자재 및 시공방법에 있어서  

원하는 정도의 소음 조절을 이루어내려면 설계와 시공

상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캐나다 전국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는 목구조를 포함하여 많은 바닥 및 벽 구조물

의 차음 성능을 시험해 왔으며 각각에 차음등급(SRC)을 

지정했습니다. 캐나다건축법규(NBCC)는 세대간을 분리

하는 경계 벽과 경계바닥에 최소한 STC 50의 차음 등급

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최소기준은 목조건축에서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소음조절의 기

준은 석고보드를 골조에 접착하기 위한 소음방지 찬넬, 

벽이나 바닥 중공에 유리섬유 또는 암면단열재를 배치

하는 것과 같은 특징적인 설계를 통해 성취됩니다.

 충격소음은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충격

의 결과로 바닥을 통해 밑으로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충

격소음은 콘크리트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건축에서 

성가신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건축에서 

충격소음 전달을 제한하기 위한 층간의 완충재 또는 카

펫으로 효과를 봅니다.

 플랭킹(Flanking)이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시공상

의 특정한 부분을 통해 소음이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하

며 이러한 소음의 새어나감에 의해 예상했던 것 이상의 

높은 소음 기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상의 

특정한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공함으로써 소

음이 새어 나가는 경로를 차단하여 소음의 전달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목조건축은 설계와 시공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 있어 훌륭한 수준의 방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냉난방

 - 목조건축은 덥고 습한 기후와 추운 북방 기후에 맞도

록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골조 건축은 높은 수준의 단열

재가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공을 제공합니다. 건

축에 충분한 단열재를 포함시키는 것은 건물의 수명 기

간 동안 상당한 냉난방 비용절감을 가져올 것이며 에너

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절감은 더욱 커집니다.

 아파트를 난방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기후 

및 건물의 열 저항에 의해 좌우됩니다. 보금자리를 위해 

무거운 비단 열 조적식 건축(돌, 벽돌, 블록, 콘크리트)에

만 의존하는 건축 기술에 비해 전형적인 목조건축은 에

너지 효율성이 약 5배 정도입니다. 목조건축의 냉난방 

효율은 Super E®는 20년이 넘게 검증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건축 이점을 제공해줍니다. 외국시장을 위한 기술

적인 도움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림41)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단면상세도

차음

 - 목조건축은 차음이 요구되는 주거용 주택에서 특히 

효율적 입니다. 벽과 천정에 흡음 금속채널을 사용하여 

석고보드를 부착하면 소음 전달을 크게 감소시켜 줍니

다.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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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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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축공사의 필요성 및 효율

 - 한 평생을 살아 가면서 온 가족이 모여 편안한 휴식

과 쾌적하고 안전적인 방어 공간으로서의 주택을 소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소중한 집을 갖기 위해선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공정에 일일이 시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택을 완공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시행 

방법을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업자

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대개 이지만 부득이 전체 

공정의 일부분을 타인에게, 아니면 건축주 본인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건축주 본인이 직접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건축비를     

   줄여 보고져 할 경우

2. 주위 친인척이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남다른 미적 감각으로 실내외 마감을 원하시는 경우 

 건축에 직접적 참여는 남다른 애착을 갖게 되고, 또한 

뿌듯한 성취감으로 다가 오게 될 것 입니다. 건축에는 

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단열과 방수, 그리

고 실내 쾌적성을 자랑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국내에서 집

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화두가 “건축물리” 입니다.

 건축학이나 실내디자인 측면에서 바라만 보던 시대는 

지나 가고 있습니다. 비 바람을 막아 주고 야생동물로 

부터 보호 받기 위한 그런 안식처 개념의 주택은 옛날의 

시대가 되어 버렸고, 멋진 외형과 아름다운 실내디자인

을 가미한 주택이 시각적 만족은 줄 수 있으나 온도, 습

도 또한 실내 이산화탄소등을 조절을 통한 숨쉬기 좋고 

쾌적한 거주문화 환경을 만드는데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에너지 패시브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뜻

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에너지 패시브주택건축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단

열을 포함한 기초공사, 에너집(Enerzip)패널을 적용한 

고단열 주택구조체공사, 그리고 효율 높은 창호 및 폐열

회수기 설치등 이 중요한 세가지 요소만으로도 저에너

지 패시브주택에 접근하는 중요한 접근은 어느 정도 이

미 만족시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마감과 내부마감은 건축주분의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기회를 적용해 나만의 톡특하고 기능적인 

주택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 입니다.

사진32) 충추현장 반축공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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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축공사의 표준가격 예시

구   분 160만원 190만원 230만원 비   고

 머드씰, 버텀플레이트 설치  EPS 단열재100mm 바닥단열  EPS 단열재 200mm 바닥단열

두께 210mm 패널사용 높이 2743mm(선택사항)

높이 2743mm(선택사항)

단 2층 시공시 한정

단층 시공시

두께 210mm 패널사용 높이 2743mm(선택사항)

높이 2743mm(선택사항)

에너집-sip패널사용(선택)

별도사항

별도사항

지붕공사 2중그림자슁글 금속지붕마감(칼라쉬트) 스페니쉬 기와시공 각종후레슁 및 물받이(포함) 

기초하부공사 문양거푸집 마감 인조석마감 벽돌조적

외장마감 시멘트사이딩+시다사이딩(포인트) 시다사이딩+인조석(포인트) 스터코플렉스/리얼징크 마감

처마마감  시다채널(적삼목)

각종 외부문

창호설치 별도사항

한국SIP 주택산업

반축공사 표준견적서

               1층 외벽 에너집-sip패널 설치(두께 165mm)  높이: 2440mm             

운반비 및 상하차비, 장비사용료 별도

1층 내벽 경량목구조 조립(폭 89/ 140mm)사용, 높이: 2440mm, 간격: 406mm-화이버섬유 단열

1층 천장 장선 설치 - 2x8/ 2x10(구조계산후 지정), 19mm 바닥합판설치, 화이버섬유 단열(방음용)              

1층 천장 장선 설치 - 2x4/ 2x6(구조계산후 지정), 화이버섬유(하부)와 EPS(상부) 복합단열 시공                  

2층 내벽 경량목구조 조립(폭 89/ 140mm)사용, 높이: 2440mm, 간격: 406mm-화이버섬유 단열

2층 천장 장선 설치 - 2x4/ 2x6(구조계산후 지정), 화이버섬유(하부)와 EPS(상부) 복합단열 시공

각종 기밀작업 및 단열보완 작업

현관문 및  외부문(다용도실,보일러실) 설치 - 화이버글라스 단열도어

미국식 시스템창호 - 2중/3중(로이코팅, 알곤가스주입)/ 독일식 시스템창호- 3중창호(로이코팅, 알곤가스주입)

실내 계단 프레임설치,  거실 노출서까래 설치(추가 견적사항)

다락방 설치 및 사다리 혹은 계단설치(추가 견적사항)

2층 외벽 에너집-sip패널 설치(두께 165mm)  높이: 2440mm

비닐소핏 및 J-챤넬적용

서까래 및 용마름 설치(규격 2x8/ 2x10 구조계산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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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건축시 요소별 소요추정 금액

지하수개발비용 
 지하수맥 여부와 지하수의 양은 지역주민들에게 문의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에서 사용할 용도로 지

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을 때는 신고와 허

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동력장치가 있을 경

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진경이 40mm이하

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

관 직경이 40mm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지하수를 개

발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건

당 대략 600~800만원 가량이나, 100m~200m 정도 깊

이로 파고 200mm파이프를 땅속에 박고 수중펌프 설치, 

지하수 집과 제어박스설치 등 모든 것을 다한다면 900

만~1000만 원정도 예상되며, 지표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에 따라 다르지만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 좋은 지역이라

면 개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및 하수도공사 
 정화조 및 하수도공사 역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조건

에 따라 다릅니다. 수변구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곳은 오수처리시설 규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해당관청

에 문의해야 합니다. 토질이 무난하고 굴착 및 시공조건

이 원만한 일반적인 곳인 경우 5인용의 오수처리 시설

은 정화조와 설치비 포함하여 120만~200만 원 정도 입

니다. 만약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경우에는 단독정화조

만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비는 50만~70만원 가

량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도로확보 확인
 전용허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용허가 신청

시 4m이상의 도로가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실제 도로

가 있어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전용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열람해야 합니다. 

 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보전부담금(대체농지 조성

비+농지전용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데, 미리 각종 부대

비용을 조사해 농지 구입비용과 개발비용을 합친 금액

이 기존 대지가격의 70%를 넘어 서지 않을 때에만 구입

하도록 합니다. 70%를 넘으면 대지를 사는 것이 유리합

니다.

 농지취득 후 2~3년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농

지를 구입하여 농지법에 강제 처분 규정이 있다는 사실

을 반드시 명시하고 농지를 구입 해야합니다. 만약 1년

에 30일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업경영 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대상이 됩니다. 강제처분 

대상 토지가 되면 반드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

를 구입한 후 바로 전원주택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

이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구비할 필요 없이 바로 농

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전원주택을 지으면 됩니다. 

 곳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용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공사를 착공해야 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준공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년 이내

에 착공해야 합니다.

전기인입비용  
 주택용 3Kw 신청시 표준공사비 180,400원, 내선공사

비 약 350,000원 5kW 초과 시 kW당 10,400원이 추가

되며 전주등의 지지물의 지표상 직선거래에서 기본거리 

200m를 공제한 나머지 거리 매 2m에 대하여 42,900원

을 추가

*기본공사비* 

*거리공사비*

전화인입비용 
 400m까지는 기본요금으로 설치가 되지만 거리가 멀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0m마다 전주 1본에 5만6

천2백 원에 부가세 5천6백20원을 추가해 6만1천8백20

원이 듭니다.

조경공사비 
= 10~15만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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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견적서 검토 및 선택 

내    용 규     격      사    항 예 상 금 액

가설공사 가설창고외 건축물보양, 안전시설 및 비계(아시바)설치 4,000,000 ~ 6,000,000

기초공사 줄기초(매트기초), 높이 : 400~450mm,  철근복배근 12,000,000 ~ 15,000,000

 머드씰 및 바텀플레이트 설치후 기초 바닥위 높이 100~200mm의 외벽체 조립, EPS단열재 100~200mm 바닥단열

1층 외벽 에너집-sip패널 설치(두께 165/ 210/ 260mm)사용(선택사항),  높이: 2440/ 2743mm(선택사항)

1층 내벽 경량목구조 조립(폭 89/ 140mm)사용, 높이: 2440/ 2744mm - 화이버섬유 단열(방음용)

1층 천장 장선 설치 - 2x8/ 2x10(구조계산후 지정), 19mm 바닥합판설치, 화이버섬유 단열(방음용)           -단 2층 시공시 한정-

1층 천장 장선 설치 - 2x4/ 2x6(구조계산후 지정), 화이버섬유(하부)와 EPS(상부) 복합단열 시공                   -단층 시공시-

2층 외벽 에너집-sip패널 설치(두께 165/ 210/ 260mm)사용(선택사항),  높이: 2440/ 2743mm(선택사항)

2층 내벽 경량목구조 조립(폭 89/ 140mm)사용, 높이: 2440/ 2744mm -  화이버섬유 단열(방음용)

2층 천장 장선 설치 - 2x4/ 2x6(구조계산후 지정), 화이버섬유(하부)와 EPS(상부) 복합단열 시공                               

서까래 및 용마름 설치(규격 2x8/ 2x10 구조계산후 지정), 에너집-sip패널사용여부 결정(오픈천장 시공시) - 선택사항

각종 기밀작업 및 단열보완 작업

실내 계단 프레임설치,거실 노출서까래 설치(추가 견적사항)

다락방 설치 및 사다리 혹은 계단설치(추가 견적사항)

목공사 잡자재비 개구부 몰딩, 소핏, J-챤넬, 처마재, 하우스랩(외부용), 레인스크린, 가변형방습지(내부용), 각종 기밀테이프, 각종 철물 및 못류

지붕공사 그림자슁글/ 스페니쉬기와/ 금속지붕(리얼징크)/  각종후레슁 및 물받이(알미늄/ 칼라강판). 방수쉬트 2,300,000 ~ 9,600,000

기초 하부마감 - 인조석/ 벽돌설치(선택사항)

벽체 외장마감 - 각종사이딩(시멘트/ 시다/ 방부채널/ 스마트랩등), 스터코/ 드라이비트/ 인조석/ 치장벽돌/ 금속(리얼징크)/ 조적등

처마 마감 - 비닐소핏/ 적삼목/ 방부채널/ 내수합판위 페인트마감등

현관문 및  외부문(다용도실,보일러실) 설치 - 화이버글라스 단열도어

창호설치 미국식 시스템창호 - 2중/3중(로이코팅, 알곤가스주입)/ 독일식 시스템창호- 3중창호(로이코팅, 알곤가스주입) 3,800,000 ~14,000,000

내벽 및 천장마감 - 내벽: 석고보드 9.5mm 두겹부착, 외벽을 접하는 내벽: 12.5mm 한겹 부착

거실천장 - 레드파인/ 편백 루바시공

TV 설치 장소 - 한곳에 한정해 아트월 설치

건축면적 30평 이상에 적용되었습니다.

3,500,000 ~ 7,000,000

목골조공사

외장공사

  

39,000,000 ~ 55,000,000원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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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거실 및 방 벽마감 - 벽지/ 친환경 페인트/ 원목루바마감

실내계단 - 계단판재: 집성목/ 멀바우/ 애쉬/ 오크등,     핸드레일: 원목 마감 또는 단조철물 마감

내부도어 - ABS도어/ 원목도어/ 인테리어 도어(영림,엘지등)

중문 - 홍송도어(5panel)/ 3연동 인테리어 도어

방바닥마감 - EPS단열후 시멘트 몰탈 방통, 강화마루/온돌마루

붙박이장 구조물설치 

각종몰딩 - 원목/ 인테리어 몰딩

각종 손잡이류 - 방문손잡이, 도어스토퍼, 경첩, 중문 바닥레일, 포켓도어 행거레일, 호차등(인테리어 장식철물 일체)

화장실 천장 - PVC보드/ 레드파인루바/ 편백루바 설치

욕조설치 - 아크릴/ 월풀/ 히노끼 욕조

샤워부스 - 유리 칸막이형/ 박스형

변기 및 세면기 - 회사 추천용(부분적 건축주 논의)

벽 및 바닥타일 - 300x300mm, 250x400mm/ 250x600mm(포인트 1면 한정)

수납장 - 600x600mm/ 800x800mm/ 600x1200mm

장식 거울 - 액자형 600x600mm/ 800x800mm

실내 각종 전기배선 및 통신선로 배선 - 국산KS자재 사용

건물 부착형 외등 설치 

조명설치 - 건축 회사 추천사양

건물외 조명 및 배선공사는 별도(정원등, 대문등)

도색공사 실내외 무광락카/ 친환경페인트/ 처마 오일스테인스테인 작업(건축물 한정) 4,500,000 ~ 

실내난방배관, 하수 및 오수 배관, 도기설치

보일러설치 - 가스/ 기름/ 화목 펠릿보일러

방수공사 욕실 및 보일러실, 다용도실 방수공사(실내한정) - 쉬트방수/ 우레탄방수/ 에폭시방수/ 액체방수 1,800,000 ~ 3,000,000

데크공사 3평 범위 내에서 현관 정면에 무료설치(추가시 별도금액) 서비스 품목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및 현장정리 1,800,000 ~ 3,000,000

건축외 배관공사 전기지중배관, 하수, 오수, 우수 외부배관 별도(추가사항)

건축외 토공사 토사 반입 및 반출, 석축, 진입로, 펜스, 대문공사 별도(추가사항)

설비공사

내장공사

욕실공사

(2개소 한정)

전기공사

23,000,000 ~ 38,000,000

4,800,000 ~

4,000,000 ~ 6,500,000

4,200,000 ~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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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외 배관공사 전기지중배관, 하수, 오수, 우수 외부배관 별도(추가사항)

건축외 토공사 토사 반입 및 반출, 석축, 진입로, 펜스, 대문공사 별도(추가사항)

폐열회수환기장치 공조시설 포함 내부열회수장치(국내생산품 적용) 별도(추가사항)

정화조  관계 법령에 지정된 정화조 설치 -설계사무소 도서 지정품 적용 별도(추가사항)

부엌가구 싱크대,신발장,붙박이장등 별도(추가사항)

조경공사 나무/잔디식재 및 조경석 쌓기 별도(추가사항)

외부 목공사 대문, 울타리, 파고라, 정자, 추가데크등 별도(추가사항)

직접공사비 일반공사 + 별도공사 항목의 합계 ~

현장관리 및 경비 직접공사비의 9%(숙박비,식대,현장관리비,기타 부대비용) ~

기업이윤 직접 공사비의 10% ~

총   합   계 - ~

부가가치세, 설계비, 인허가비, 산재보험료 비용은 별도 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수도 인입비용과 각종계량기(수도,전기,가스) 설치비용은 건축주소관 내용 입니다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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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Process Management)표 예시-강원도 평창현장 적용 예

1페이지

날짜

규준틀설치및터파기 ■

매트콘크리트공 ■ ■

옹벽(줄기초)설치 ■ ■ ■ ■ ■

되메우기 ■

기초상하수도배관 ■

슬라브콘크리트공 ■ ■ ■

먹줄,PLATE ■

1층구조벽제공사 ■ ■ ■ ■

2층바닥슬라브공사 ■ ■

2층구조벽체공사 ■ ■

지붕틀공사 ■ ■ ■ ■

지붕합판덮기 ■ ■

슁글공사 ■ ■ ■

전기공사 ■ ■ ■

상하수도설비공사 ■ ■ ■

창호설치공사 ■ ■

외장공사 ■ ■ ■ ■

내장공사 ■ ■ ■

4주 5주

공  사  계  획  서
공사개시로 부터의 주

6주 7주

10월 11일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01일09월 20일 09월 27일 10월 04일

과    업
1주 2주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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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

날짜

내장공사 ■ ■ ■

몰딩공사 ■ ■ ■

난방배관공사 ■ ■

미장공사 ■ ■ ■

외벽인조석공사 ■ ■

대리석및타일공사 ■ ■

문짝설치공사 ■ ■

계단공사 ■ ■ ■ ■

외부칠공사 ■ ■ ■ ■

벽난로설치공사 ■ ■

석축공사 ■ ■ ■ ■ ■ ■

준공처리기간 ■ ■ ■ ■ ■ ■

Deck공사 ■ ■ ■ ■ ■ ■

내부칠공사 ■ ■ ■ ■ ■ ■

물받이공사 ■ ■ ■

씽크대및가구설치 ■ ■ ■

전기기구,조명설치 ■ ■ ■

심야전기보일러설치 ■ ■

수전도기설치공 ■ ■ ■

온돌마루공사 ■ ■ ■

청소및정리 ■ ■

건축물인수인계 ■

9주 10주

11월 08일 11월 15일 11월 22일 11월 29일 12월 06일

공  사  계  획  서

공사개시로 부터의 주
과    업

8주

12월 13일 12월 20일

11주 12주 13주 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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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관심을 두어도 좋은 아이템들

 - 외단열외장마감 -
                   스타코플렉스(내오염, 크랙에 강함)

 - 벽난로 - 로켓스토브(온수와 바닥난방 기능)  - 태양열/광 이용

그림42) 외단열 시공 모습 그림44) 벽난로 그림46) 태양광을 설치한 집

그림45) 벽난로 그림47) 태양열을 설치한 마을

출  처
그림42) 목조 건물의 단열과 기밀층 형성방법 예, 
         Das Passivhaus, Informationsdienst Holz, 2002
그림43) http://blog.daum.net/alcmate/39 에이엘씨메이트

그림43) 외단열 외장 마감

www.siphome.co.kr

그림44,45) http://sammifire.co.kr/
그림46,47) blog.naver.com/hehh971668



 - 빗물저장고 - 저온저장고  - 썬룸

그림48) 흙 속에 저장한 저온저장고

그림49)땅 속 저온 저장고

그림50) 보급형 썬룸

그림51) 고급형 썬룸

그림52) 빗물저장고 아이디어 수상작품

그림53) 처마에 모은 우수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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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그림48) http://cafe.daum.net/romamor
그림49) http://cafe.daum.net/saja108
그림50,51) http://group-kstostem.co.kr

그림52) http://www.dezeen.com
그림53) http://cafe.naver.com/earthbaghouse



 87.8평형 2층 9실- 전용면적: 290.0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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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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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평형 2층 6실- 전용면적: 207.2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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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0www.siphome.co.kr

73



www.siphome.co.kr

74

44평형 2층 4실- 전용면적: 164.10m2



164.1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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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평형 2층 4실- 전용면적: 155.9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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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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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평형 2층 3실- 전용면적: 142.0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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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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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평형 2층 3실- 전용면적: 138.5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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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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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평형 1층 2실- 전용면적: 131.4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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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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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평형 2층 3실- 전용면적: 128.32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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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2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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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평형 1층 3실- 전용면적: 116.4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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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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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평형 1층 2실- 전용면적: 105.7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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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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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평형 2층 2실- 전용면적: 104.5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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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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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평형 1층 3실 A -  전용면적: 99.7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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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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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평형 1층 3실 C- 전용면적: 99.0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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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25.01평형 2층 2실 - 전용면적: 83.3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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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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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평형 2층 2실 - 전용면적: 80.39m2



25평형 1층 2실- 전용면적: 80.7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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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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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평형 1층 1실- 전용면적: 80.04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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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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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평형 1층 2실- 전용면적: 76.4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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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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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평형 2층 2실- 전용면적: 75.6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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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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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평형 1층 2실- 전용면적: 72.3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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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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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형 1층 2실- 전용면적: 62.1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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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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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평형 1층 1실 -전용면적 : 57.00m2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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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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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 관련 각종 차음 및 내화구조 인정서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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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표준설계 디자인 소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란 ?

 - 농어촌주택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 건축법 제1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

조) 

내용 
 - 표준설계도서는 농어민이 건축하고자 할 때 시공에 

필요한 28종의 설계도서가 갖추어져 있으며, 사용될 건

축자재의 종류 및 수량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구성 

 건축분야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부분상세도, 창호도, 구조평면도, 구조상세도, 부속동설

계도 설비분야 난방배관평면도, 위생배관평면도, 보일러

상세도, 정화조상세도, 위생기구일람표 전기분야 옥외

전기배선도, 전기 및 약전 배선도, 조명기구상세도 ,기타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수량산출표, 재료마감표, 일체

식욕실상세도, 주방기구상세도 

보급효과 
 - 농어촌 주거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농

   어촌   

  주택 모델 제시

 - 농어촌주택 설계도 작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30평 기준 : 설계비 360만원 절감)

 -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 절감   

   (8~10%)

 - 농어촌주택 자재의 표준화 및 생산성 제고, 주택의 질 

   적향상 도모 

이용방법 

 - 행정기관인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 한국농촌공사 

도본부 및 시·군지사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

에 필요한 도면을 실비로 복사 또는 구입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http://www.karico.

co.kr)에서 무료로 도면을 출력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

다.

 한편 한국SIP주택산업에서는 실소비자들의 이해를 돕

기 위해 농어촌주택표준모델 재해석 차원에서 약간의 

크기와 모양, 색감의 변화를 준 다소 업그레이드된 도면

을 입체투시도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표준

모델을 기준으로 하되 조금 변화된 새롭고 편안한 모델

을 원하시면 언제든 도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54) 농어촌 표준설계도 86.4m2 

출  처
그림54) http://gunjajae114.com

www.sip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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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형태 디자인 소개 (소득형)

그림55) 컨테이너로 조립한 농막

농막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막”

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

설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

   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6평 이내일 것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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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 허가(가설 건축물조신

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

당된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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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2 년  1 1 월  1 일  부 로  농 막  법 이  개 정  되 었 습 니 다 .  기 존 법 에 는  건 축 물  안 에  화 장 실  . 주 방 .  수 도  .  등 이  있 으 면  인 정  하 지  않 았 으 나  2 0 1 2 년 1 1 월  

1 일  이 후 에 는  실 내 에  화 장 실  .  수 도  . 주 방  .  전 기  . 가 스  설 치 가  가 능 하 게  되 었 습 니 다 .  단  6 평  이 하 이 고  6 평  이 상 은  건 축  신 고 에  해 당 됩 니 다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

 농막의 주된 용도는 농작업에 휴식, 간이취사등을 하고 

,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를 보관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막의 내부구조가 소

형주택의 형태를 갖추거나 또는 농자재를 보관하기 어

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면 설치 신고 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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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저렴합니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

     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됩니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  

    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합니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납니다.)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

   용 전등용 등이 있습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

    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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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폴리오포토폴리오포토폴리오포토폴리오

30평형주택 30평형주택 31.7평형주택

44평형주택

17평형주택 18평형주택 22평형주택 23평형주택

42평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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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지 금  한 국 S I P 주 택 산 업 이  가 는  길 은  보 람  있 고  의 미  있 는  일 이 며                        사 명 감 을  가 지 고  한 발  앞 선  건 축 문 화 를  리 드 하 는  선 구 자 가  되 겠 습 니 다 . -         



47.2평형주택

23평형주택 25평형주택 27.2평형주택 30평형주택

35평형주택 37평형주택

87.8평형주택

-  지 금  한 국 S I P 주 택 산 업 이  가 는  길 은  보 람  있 고  의 미  있 는  일 이 며                        사 명 감 을  가 지 고  한 발  앞 선  건 축 문 화 를  리 드 하 는  선 구 자 가  되 겠 습 니 다 . -         

39.10평형주택

62.2평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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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 설립목적 및 활동 소개 

한국 패시브건축협회 
설립목적 : 건축물에 고효율, 에너지절약설계기법을 도입한 패시브건축물을 일반 대중에게 교육, 보급하기 위해 설립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2-21 델타빌딩 6층

홈페이지 : www.phiko.kr    전화번호 : 070-7603-6621

한국 패시브연구소 
설립목적 : 독일 패시브하우스협회(PHI)와 협약을 맺고, 국내 패시브하우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관련 교육 및 CPHD

              (Certified Passive House Designer) 자격시험을 주관하기 위해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KIAEBS) 내에 설립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316동 208호

홈페이지 : www.koreanphi.org   전화번호 : 02-552-1012

한국목조건축 협회
설립목적 : 목조건축업체의 상호협력의 증진 및 목조건축업 관련 제도 및 건축경제시책 개선과 목조건축 기술의 향상 추구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5-8 중앙로얄 1013호

홈페이지 : www.kwca.co.kr    전화번호 : 02-518-0613

저탄소 녹색건축기술 포럼
설립목적 :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건축기술인들의 열린토론광장

주     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301-4번지 의정빌딩 303호 

홈페이지 : www.greenhomeforum.co.kr   전화번호 : 02-2057-0445

                                                                                                                                                                         

                                                                                                                                                                    한국 SIP 주택 산업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242번지 하우2길 51-38

홈페이지 : www.siphome.co.kr   이메일 : enerzip@naver.com

전화번호 : 02-808-9370, 031-946-9370 (전국대표전화 : 1599-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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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다록 내용을 근거로 설명회를 요청하시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으며 본 카다록 내용의 복제는 가능하나 출처를 꼭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 경제적 어려움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급격히 늘어가는 노인 빈곤율 

2030년 평균 수명 90세 예상 

노인 병원비 1인당 25만원

저에너지 패시브 주택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노후 대책이자 생활 안정 보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