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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적용학년/시기 중학교 1~3학년
• 관련과목 과학, 사회, 기술 . 가정, 미술, 수학, 진로
• 관련단원 과학 : 기권과 우리생활, 열과 우리생활, 일과 에너지 전환

사회 :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시장경제의 이해
기술 . 가정 :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건설기술과 환경
미술 : 주제표현, 조형 요소와 원리
수학 : 입체도형
진로 : 친환경 건축가(디자이너)

1. 주제 및 제작의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구 전체의 2.23%로 전세계 국가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쓰는 전기의
양은 74%, 원자재의 40%, 모든 물의 9%를 사용하는 등 국가에너지 전체의 36%를 사용한다.
이에 건축분야에 독일은 2015년 패시브하우스(냉난방비가 기존 건축믈의 10% 수준) 수준의 건묵출을 의무화하였고,
영국은 2016년부터 모든 신축주택 제로에너지 의무화, 유럽연합(EU)은 2019년부터 제로에너지 건물 건축의무화,
프랑스는 2020년부터 에너지플러스건물 공급과 함께 제로에너지주택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에너지의 21.32%를 사용하고 있는 세계1의 에너지소비국인 미국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주택보급을
선언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7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물의 기준을 강화하고,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하
우스 수준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학생들도 뉴스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의 에너지 부족과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시켜 심도 있게 생각할 기회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지구의 미래에 일어날 있는 에너지 고
갈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디자인을 학습한다.
이러한 디자인적인 해결방법을 직접 실천하며, 이러한 노력이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즉,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의 지구환경을 위한 제로에너지주택을 창의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에 대한 의식 고취, 주택 내 에너지 절약 디자인과 기술 방안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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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지구 환경의 에너지 고갈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

주택 설계 과정에 적용된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대체에너지 기술의 다양한 지식을 주택디자인에 적용하고 탐구할 수 있다.

●

제로에너지 주택의 역할을 알고, 창의적인 설계과정을 이해 할 수 있다.

●

친환경 건축디자인의 다양한 문제해결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각 모둠별로 주택 설계에 응용되는 과학적인 해결방안과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자신이 생각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디자인하고 스케치와 모형 제작을 통해 예술적 표현능력을 키울 수 있다.

●

친환경주택과 건설기술의 체험활동 과정에서 친환경 건축가의 역할을 이해하고 건축분야 진로에 관심을 가진다.

●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과정을 정리한 보드와 모형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성공의 경험을 느낄 수 있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주택에서 쓰는 에너지 종류, 에너지 발생과 전환, 소비의 원인
○ T/E : 친환경 주택과 건설기술, 친환경 건축분야의 업무, 대체에너지 기술 이해하고, 종류와 방법 알기
○ A(사회) :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우리가 해결해야할 환경문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
○ A(미술) ：미래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스토리텔링 하기, 조형요소와 원리로 주택 디자인하기, 주택 모형 제작하기
○ M：공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자연에서 점, 선, 면, 형태(입체도형) 요소 찾기, 요소를 적용한 구상도 그리기
○ 진로： 친환경 건축 분야의 이해와 친환경건축가(디자이너)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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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미래의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해 보자. 지금처럼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면 천연자원(물, 흙, 나무등)화석연료는 점차 고갈되고 지구환경은 훼손되어 지금과 같은 깨끗한 공
기도 물도 그리고 전기사용도 어렵게 될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추운지방과 더운 지방 주택의 형태와 디자인요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창의적 설계
●

형태설계: 주택디자인을 위해 건축물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건물의 향, 형태적인 측면의 설계방안을 도출하도
록 탐구 및 실험설계를 한다.

●

기술설계: 주택디자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냉난방, 급배수설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과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기술을 적용한다.

●

기술설계: 아이디어를 시각화 하고 적용된 디자인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이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제작설계: 친환경 건설기술자와 같이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안을 실제로 제작하기 위해 예산에 맞게 건축자
재 구매 계획을 수립한 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의적 표현: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계획안을 정리하고, 제작한 주택 모형을 전시하고 발표를 하며, 프레젠
테이션 표현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감성적 체험
●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에너지 고갈의 현실을 파악한다.

●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지구를 구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주택디자인을 위한 경제적인 디자인을 위한 예산 수립 및 구매와 판매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디자인
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팀별 발표평가를 통해 다양한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방법에 대한 이해하고, 앞으로 나의 진로와 사회적 역
할에 대해 제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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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계획 총괄표
<1일차>
차시

1차시

과목

과학
사회
진로

단원

주제

기권과
우리생활 지속가능
환경문제 한 지구
와 지속가 환경,
능한 환경 친환경
친환경
건축
건축가

학습내용
S T A

미래 환경디자인과 친환경 건축에 대해 알아보기

Co 지구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 환경디자인을 고찰해보자(동영상).
Co 환경디자인에서 친환경 건축 분야와 친환경 건축가의 역할을 알아보자(강연).
CD 친환경건축가가 하는 일과 작품을 고찰하자.
ET 친환경 건축의 중요성과 필요성 공감하기
친환경 건축가 Job Shadowing 통한 진로탐색하기

S T E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기

CD 신재생에너지를 건축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2차시

과학
기술 .
가정

열과
우리생활
건설기술
과 환경

친환경
건축
대체
에너지

CD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견학을 통해 친환경건축에 대해 이해하고 건물에 적용된 신
재생에너지의 종류와 원리를 알아보자.

Tip!
친환경건축, 제로에너지하우스의 기준과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을
실제 적용된 사례 견학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S T A

친환경 디자인의 중요성과 물리적 환경디자인요소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아이디

어 적용방안에 대해 고찰하기
Co 기후 차이에 다른 전통민가의 형태 차이를 알아보고 디자인과 에너지절감의 상관관

3차시

과학
기술 .
가정

열과
물리적
우리생활 환경디자
건설기술 인요소와
과 환경 에너지

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친환경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CD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디자인 요소와 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해본다.
S A

팀 프로젝트 진행 방향 설정하기

ET 건축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역할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한다.
ET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 공감하고 진행방안을 설정하기
ET 프로젝트 세부 목표 공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예측해보고 해결방
안 및 멘토링 요구사항을 정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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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차시

과목

과학
4차시

수학
미술

과학
5~7
차시

8차시

수학
미술

과학
사회

단원

주제

학습내용

열과
우리생활
스토리텔
일과
링과
에너지
형태
전환
발상
입체도형
주제표현

S T E A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을 위한 활동계획 세우기
Co 학습활동 계획을 세우고 역할 분담을 해본다.
S T E A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인 제로에너지 주택이 가져야 할 기능은 무엇인가? 이
러한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주택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Co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환경디자인 요소를 살펴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디자인방법을 알아보자.
CD 제로에너지 주택의 기능과 이에 알맞은 형태는 어떤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S A M 사물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적용하여 형태를 발상 하기.
CD 디자인 모티브를 이용해 형태를 발상한다.
S T E A
프로젝트 결과물 도출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하기.
CD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할분담을 한다.
ET 프로젝트 진행시 장애요인을 예측해보고 해결방안 및 멘토링 요구사항을 정리해
본다.

일과
에너지
전환
입체도형
표현방법
조형요소
와 원리

S A 제로에너지 주택의 형태와 과학적 해결방안을 정리하기.
Co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S A M 제로에너지 주택의 구상도 및 공간계획안과 건축자재 구매리스트를 작성하기.
CD 확정된 형태의 구상도 그려보자.
CD 제작을 위한 건축자재 구매리스트를 작성해보자.
S T E A M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모형제작하기
CD 제로에너지의 과학적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주택디자인 모형 제작하기
ET 디자인은 다양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작업과정을 수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한다.

형태
발상 및
표현

일과
에너지 탐구과정
전환
정리 및
시장경제
발표
의 이해

S T E A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탐구활동 정리
Co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탐구활동 과정을 정리해보자.
S T E A 탐구활동(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및 모형제작) 과정과 결과를 표현하고 정리하기.
CD 디자인발상과 과학 탐구과정을 정리하고, 활동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한다.
S T E A M 제로에너지 주택의 합리적 가격 결정 및 판매
CD 프로젝트 결과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Tip!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탐구과정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여, 인상적인 홍보 발표로 판매가 가능하게 한다.
ET 가격결정 원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해하며, 경제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ET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고 상호피드백과정을 통해 향후 탐구동기를 유발한다.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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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과정
수업단계 과목

단원
기권과
우리생활

과학

열과 우리생
활

일과 에너지
전환

사회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시장경제의
이해

에너지와
수송 기술

1~8
차시

단원 학습 목표
●

●

●

●

●

●

지구온난화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래의 변화 예
측해보기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S T 미래의 지구환경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일상생활에서 열에너지와 관련된
사례를 열의 이동 방법과 관련지
어 이해

일상생활에서 열에너지와 관련된 사례를 전도, 대류, 복사와
관련지어 그 예를 말할 수 있다.
S A 제로 에너지 주택의 형태와 과학적 해결방안 정리

여러 가지형태의 에너지 종류와
특징을 알고 인류의 미래에서 에
너지의 중요한 역할이해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발생하
는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지속가
능성의 관점에서 해결책 모색

주제표현

미술

표현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

8

수학

기본도형

진로

친환경
건축가
(디자이너)

●●● 미래환경디자인 STEAM 스쿨

●

●

●

●

●

●

빛에너지, 열에너지, 전기 에너지, 소리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형태의 에너지 종류와 특징을 진술할 수 있고, 인류의 미래에서 에너
지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예를 일상생활에
서 찾아서 진술할 수 있고,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됨을 설명할
수 있다.
S T E A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과학적 해결방안 및 필요재료 탐색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예,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을 설명하고,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 국제적 . 국가적 노력을 제시한다.
S T A 에너지고갈에 따른 환경문제 알아보기
S T E A 미래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제로에너지 주택의 스토
리텔링하기

시장의 가격결정의 원리와 효율
적인 자원배분 이해

제로에너지 주택의 제작비용 산출 및 판매가격 결정을 합리적으
로 하여 경제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S T E A 제로에너지 주택의 합리적 가격 결정 및 판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체험활동
및 수송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창
의적으로 해결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미래 활용을 설명할 수
있다.
S T E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기

친환경 건설기술체험과 문제해결
활동

친환경 건설 기술 사례를 설명하고, 건설 기술에 관련된 직업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TE
진로 친환경건축분야와 건축가의 역할 이해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소를 위한 친환경건축기
술을 응용할 수 있다.
S T A 친환경 디자인의 중요성과 물리적 환경디자인요소의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적용방안 고찰

창의적인 발상으로 주제 의 특징
과 목적 표현하기

창의적인 발상과 표현을 할 수 있다.
S T E A 제로에너지 주택의 기능과 형태 탐구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하기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방법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표현 할
수 있다.
S T E A M 제로에너지주택 공간계획안과 모델링

조형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
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
기

조형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S A M 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해 형태 발상해보기

점, 선, 면, 각을 이해하고, 점, 직
선, 평면의 위치 관계를 설명

점, 선, 면, 각을 이해하고,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를 설명
할 수 있다.
S A M 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해 형태 발상해보기

기술 .
가정
건설기술과
환경

STEAM 성취 목표/요소

친환경 건축이해 및 친환경 건축
가 역할알기

TE

진로 친환경 건축분야와 건축가의 역할 이해

7. 평가 계획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기준

상

중

하

친환경건축 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가?
관찰평가
자기평가

감성적
체험
동료들과 서로 협력하고 자기역할을 잘 수행하였는가?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주택디자인에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수행평가

창의적
설계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형태가 제로에너지 설계기준을 만족하는가?

제로에너지 주택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형태로 디자인되었는가?
포트폴리
오 평가/
자기평가

창의적
설계

자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 보충을 하도록 기술이 잘 적용되었는가?

자연환경의 조건을 응용하여, 최대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었는가?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과정이 창의적으로 설계되었는가?

탐구내용과 디자인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전달력 있으며 논리적으로 발표하였는가?
동료평가

창의적
설계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제작비용은 적당하게 사용되었는가?

제작한 주택을 판매하는 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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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S A

과목

과학, 사회, 기술 . 가정

단원

과학: 기권과 우리생활
기술 . 가정: 건설기술과 환경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수업차시

1~3차시

사회: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진로: 친환경 건축가

과학-기권과 우리생활:
지구온난화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래의 변화 예측해보기
사회-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다양한 공간스케일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해결책 모색
교육과정
기술 . 가정-건설기술과 환경:
친환경 건설기술체험과 문제해결 활동
진로-친환경 건축가:
친환경 건축분야 특성과 친환경건축가가 하는 일
1. 미래 지구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에너지 고갈에 따른 환경 문제를 알아보자.
2. 제로에너지 건축의 기준과 대체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한다.
학습목표
3. 친환경 건축 분야의 특성과 친환경건축가가 하는 일을 알아본다.
4. 친환경 디자인의 중요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물리적 환경디자인 요소를 알아본다.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오리엔테이션 (진행자)-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진행과정 공유
S T A 미래 환경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기(동영상)
Co 지구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 환경디자인을 고찰해보자.
1. 미래 지구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2. 에너지 고갈에 따른 환경 문제를 대비한 환경디자인 방법
3.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 환경디자인 발전 방안
L(learner학습자): 전체활동 : 팀별 학습목표 공유하기/ 팀빌딩 및 팀소개활동
** 팀빌딩 : 팀명 및 팀 규칙(그라운드)룰 만들기

진행 매뉴얼
ppt
동영상
워크북

Co 환경디자인에서 친환경 건축 분야와 친환경 건축가의 역할
CD 친환경 건축가가 하는 일과 작품 고찰하기
학습활동1 ET 친환경건축의 중요성과 필요성 공감하기
(30분) ET 친환경건축가 Job Shadowing 통한 진로탐색
I(instructor): 차시학습에 대한 안내: 견학의 목적과 관련 워크북 내용 작성방법 안내
L:팀별 강의내용 정리하기 (워크북: 강의내용 키워드, 내가 더 탐구하고 싶은 내용 정리하기)

동영상
PPT
워크북

도입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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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E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기

Co 신재생에너지를 건축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CD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견학을 통해 친환경건축에 대해 이해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원리
를 알아보자.
1.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지열, 태양광, 단열(기밀), 우수(중수)이용 시스템
학습활동2 2.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자동화 시스템 아아보기(외부온도와 내부온도의 차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50분)
있는가?)

장소 이동
<견학>
사진기
워크북

Tip! 친환경건축, 제로에너지하우스의 기준과 대체에너지의 종류와 특징을 실제 사례 견학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체에너지 종류와 역할 내용 정리하기(워크북)
ET 건축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역할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한다

S T A

친환경 디자인의 중요성과 물리적 환경디자인요소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아이디어 적용방

안에 대해 고찰하기
Co 기후 차이에 다른 전통민가의 형태 차이를 알아보고 디자인과 에너지절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친환경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CD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디자인 요소와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고찰해본다.
학습활동 S A 팀 프로젝트 진행 방향 설정하기
3
ET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프로젝트의 진행방안을 설정한다.
(50분) I(instructor): 남북지역의 전통민가의 차이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물리적 환경디자인요소의 적

PPT
워크북
팀별 활동지

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
1. 팀별활동 진행
①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탐구하고, 만들어 낼까?
② 팀별 세부 탐구목표 세우기 다음 수업 전까지 팀별 활동계획세우기
③ 아이디어 도출 및 공유방법 결정하기(SNS 팀별 활동)

마무리

ET 프로젝트 세부 목표 공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예측해보고 해결방안 및 멘토

(10분)

링 요구사항을 정리해본다.

지도상의 학생들이 장소이동이나 견학을 진행할 때 집결장소, 시간, 인솔자, 그리고 안전상의 유의점과 견학 예정에 대해 공지하
유의점

고 특히 돌발행동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도록 한다.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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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과학, 미술

단원

과학: 열과 우리생활, 일과 에너지 전환
기술가정: 녹색가정생활의 실천
미술: 주제표현

수업차시

4차시

과학-열과 우리생활: 효율적인 단열재 찾기
일과 에너지 전환: 여러 가지형태의 에너지 종류와 특징을 알고 인류의 미래에서
교육과정
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이해
기술 . 가정-녹색가정생활의 실천: 지속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미술-주제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기
1. 미래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생활변화에 대한 탐구결과를 스토리텔링방식으로 작성하고 프로젝트 주제를 확정한다.
학습목표 2. 주제에 따른 디자인컨셉을 도출하고,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기본 형태를 구상한다.
3.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한 제로에너지 주택모델 개발방안과 필요 재료를 논의한다.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도입
(10분)

준비물

S T E A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을 위한 활동계획을 세우기
Co 학습활동계획을 세우고 팀원간 역할 분담을 해보자

제로에너지 주택이 가져야 할 기능은 무엇인가? 이러한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주택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Co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환경디자인 요소를 살펴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디자인방
법을 알아보자.
CD 제로에너지 주택의 기능과 이에 알맞은 형태는 어떤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S T E A

Tip! 활발한 브레인 스토밍 과정을 유도하여 아이디어가 잘 나올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모으기
1.기능에 대한 아이디어 모으기(포스트잇에 개인별 아이디어 3개 쓰기
학습활동
2.유사 내용과 중요한 순서정하기
(40분)
3.위에서 선택된 주 기능에 적합한 주택 형태를 가진 주변 사물(모티브) 찾아보기
(포스트잇에 개인별 아이디어 3개 쓰기)
4. 주택 형태의 모티브 확정하기
S A M 사물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적용하여 형태 발상하기
CD 디자인 모티브를 이용해 형태를 발상한다.
1. 팀별활동 진행: 다양한 예시를 통해 디자인요소와 원리를 이해한다
2. 팀별활동:디자인 요소와 원리에 기반한 주택의 기본 형태를 확정한다.
S T E A 프로젝트 결과물 도출을 위한 실행 계획수립하기
1. 디자인 기획안, 프로젝트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2. 결과물 제작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모델 제작을 위한 필요재료를 탐색한다.
마무리
(10분)

CD 프로젝트 세부 추진단계별 과제도출 및 과제 별 역할분담을 한다.
ET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예측해보고 해결방안 및 멘토링 요구사항을 정리해본다.

워크북
포스트잇
PPT 워크북
디자인 기획안
및 구상도 작성
을 위한
학습자료

팀별
프로젝트

지도상의 학생들이 형태를 구상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과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한
유의점 다. 또한 결과물 샘플자료를 이용하여 탐구과제의 진행방식과 결과물을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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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단원

과학, 사회, 기술 . 가정, 미술, 수학, 진로

수업차시

5~7차시

과학:일과 에너지 전환
기술 . 가정:건설기술과 환경
미술: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수학:입체도형
과학-일과 에너지 전환: 여러 가지형태의 에너지 종류와 특징을 알고 인류의 미래에서 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이해
기술 . 가정-건설기술과 환경: 친환경 건설기술체험과 문제해결 활동

교육과정 미술-표현방법: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하기
조형요소와 원리: 조형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수학-입체도형: 다면체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
1.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고,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기본 형태와 기능을 스케치한다.
학습목표 2. 모형 제작을 위해 크기를 결정하고 기초디자인을 도면으로 표현한다.
3. 표현된 도면을 기반으로 모형을 제작하여 완성한다.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도입
(10분)

S A

준비물

제로 에너지 주택의 형태와 과학적 해결방안을 정리하기

Co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S A M

제로에너지 주택의 구상도 및 공간계획안과 건축자재 구매리스트를 작성하기

CD 확정된 형태의 구상를 그려보자
1. 모형제작을 위한 기본구상도(도면)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공간 계획안을 작성한다.
학습활동
(40분)

2. 스케일 사용, 구상도 스케치 방법에 관해 이해하기

스케일
A2 도화지
노트북(3D 디자

3. 디자인 초안 결과를 전개도와 투상도를 이용하여 정리한다

인 프로그램

CD 제작으로 위한 건축자재 구매리스트를 작성해보자.
1. 공간 계획안을 기반으로 사용될 건축자재의 종류, 수량, 금액을 조사하고 예산에 맞추어 계획해본다.

탐재)

2. 구매리스트에 따라 자재(모형재료)를 구매하도록 한다.
S T E A M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모형제작하기

CD 제로에너지의 과학적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주택디자인 모형 제작하기
학습활동
(90분)

스케일

1. 공간 계획안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과학적 해결방안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제작방법을 A2 도화지 노트
결정한다.

북(3D 디자인 프

2. 구매한 자재(모형재료)를 가지고 공간 계획안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로그램 탐재)

3. 모형을 완성하고 시점(view point)을 다양하게 사진촬영 해보자.
마무리

ET 디자인의 방법은 다양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작업과정을 수행하는 것임을 기억하

(10분)

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모형 제작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한다.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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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단원

교육과정

과학, 사회, 기술 . 가정, 미술, 수학, 진로

수업차시

8차시

과학: 일과 에너지 전환
사회: 시장 경제의 이해
과학-일과 에너지 전환: 여러 가지형태의 에너지 종류와 특징을 알고 인류의 미래에 에너지의 중요한 역할 이해
사회-시장 경제의 이해: 시장의 가격결정의 원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해
1.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을 탐구하였던 과정에서 나온 자료(스케치 등)를 정리해본다.

학습목표 2.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Poster presentation) 자료를 제작해본다.
3. 디자인계획과 소요자재에 따른 판매 금액을 설정하고 논리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도입
(10분)

S T E A

준비물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탐구활동 정리

Co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과정을 정리하고, 탐구활동을 하였던 내용을 정리해보자
S T E A

탐구활동(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및 모형제작)과정과 결과를 표현하고 정리하기

CD 디자인발상과 과학원리 적용의 탐구과정을 정리하고, 활동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한다.
1. 포스터 프레젠테이션(Poster presentation)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진행한 내용들을 구성요소에
학습활동1
(30분)

노트북
검정색 폼보드

맞추어 분류해본다.
2. 디자인 진행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인포그래픽(Infographic)으로 표현해보자.
3. 포스터 프레젠테이션(Poster presentation) 자료를 제작한다.

또는
화이트보드
채색용구
가위, 풀

Tip!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제작을 완성한다.
S T E A M

제로에너지 주택의 합리적 가격 결정 및 판매

CD 프로젝트 결과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1. 디자인과 제작에 든 소요비용을 계산하여 판매금액을 정해보자.
학습활동
2
(30분)

2. 프레젠테이션보드, 모형을 전시하고 탐구내용과 결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발표내용을 정리한다.

스티커

3. 전시된 자료를 보여주며 팀원과 협력하여 발표를 진행한다.

가격표

4, 발표가 끝난 후 다른 팀들 중에서 가장 사고 싶은 주택에 스티커를 붙인다(동료평가).

마이크

Tip!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탐구과정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하고 합리적
인 가격을 책정하여, 인상적인 홍보 발표로 판매가 가능하게 한다.
마무리

ET 가격결정 원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해하며, 경제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팀별

(10분)

ET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하고 상호피드백과정을 통해 향후 탐구동기를 유발한다.

프로젝트

지도상의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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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사용 수업자료

생각열기 1

친환경 건축에 대해 이해하기

1. 친환경 건축물이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 절
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
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관은 인증기준 제정상황과 인
증 기관수 등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구분한다.
관련법규「건축법」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7조,「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제6조·
제8조,「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2. 건축가와 친환경 건축가
1) 건축가란?
사전적인 의미로 건축가 ( 建築家 ) 는 건물을 건축할 때 ,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며 감독하는 사람이다 . 건축을 뜻하
는 영어 단어인“architect”는 라틴어“architectus”에서 유래한 것으로 , 라틴어 단어는 그리스어“arkhitekton”에
서 나온 것이다 .(“arkhi”는 대장 ,“tekton”은 건설자를 의미한다 ). 넓은 범위에서 보면 , 건축가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건축 환경에 반영하는 사람이다 . 건축가는 전문화된 교육을 받아야하고 , 건축에 실제로 참여하려면 면허를 취
득해야하는데 , 이것은 다른 전문직과 유사한 것이다 . 공간에 따라 통과해야 하는 실기가 다양하다 .
한국직업사전에 의하면 건축가의 업역을 설계로 보고 , 명칭은 건축설계사 ( 한국직업사전 , 2011.12.30., 워크넷 ) 로
명명하고 있으며 , 이는 설계의뢰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시설 , 상업시설 , 공공건물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을 계
획·설계하고 건축시공을 감독 및 감리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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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건축가란?

(한국직업사전, 2011.12.30, 워크넷)

‘한국직업사전’의 정의로 보면 친환경 건축가는 친환경 건축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적은 그린빌딩(Green Building)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직무는 첫째, 에너지
부하를 줄이기 위해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부족한 햇빛을 모으며, 단열 및 환기가 용이하도
록 건물배치나 공간구조, 창호, 벽체 등을 설계하는 것이다. 둘째, 옥상정원이나 생나무 울타리 등을 건축물에 반영하
여 건물의 온도를 낮춘다. 셋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한 설비를 건
축물 설계에 적용하고, 고효율 공조 설비나 배출 및 폐열 회수장치, 하수 및 빗물 재활용시스템 등을 설치한다. 다섯
째, 온·습도나 대기질, 조명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에너지통합 자동제어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최대화되
도록 한다. 여섯째,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오염이나 소음 등을 줄이는 친환경건축자재를 건축설계 시에
반영한다. 일곱째, 건물로부터 유발되는 각종 오염원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오염원이 주위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
소화시킬 환경공해 저감기술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건물로부터 나오는 폐자원을 재사용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
원의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처리하는 기술을 건물에 적용한다.

생각열기 2

친환경 건축물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시스템

1.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건축기준 강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구 전체의 2.23%로 전세계 국가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쓰는 전기의
양은 74%, 원자재의 40%, 모든 물의 9%를 사용하는 등 국가에너지 전체의 36%를 사용한다. 이에 건축분야에 독일
은 2015년 패시브하우스(냉난방비가 기존 건축믈의 10% 수준) 수준의 건묵출을 의무화하였고, 영국은 2016년부터
모든 신축주택 제로에너지 의무화, 유럽연합(EU)는 2019년부터 제로에너지건물건축의무화, 프랑스는 2020년부터 에
너지플러스건물 공급과 함께 제로에너지주택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에너지의 21.32%를 사
용하고 있는 세계1의 에너지소비국인 미국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주택보급을 선언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7
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물의 기준을 강화하고,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전망

전세계 에너지 사용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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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거용
27%

55%

건물 부문 (Space Heating)
전기·전자 기기
36%

상업용
9%
기타
5%

부문별 에너지 사용 비중

(Apparatus)
온수
(Water Heating)
요리
(Cooking)
조명
(Lighting)

19%
19%
4%
3%

주거부문의 에너지 사용 비중

2.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주택 건설 기술 : 제로에너지빌딩이란?
제로에너지주택은 건축디자인을 할 때, 건물의 향(남향), 건물의 형태(외피 면적이 많은 복잡한 형태보다는 간단한 형
태)와 기술적으로 고단열, 고기밀 고효율 창호의 사용, 고효율 전열교환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물부하를 저감하여 기존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80%를 절감하는 방법, 각종 설비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를 8%로 절감,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이 사용하
는 에너지의 12%를 보충하여 총 100%의 화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3. 친환경 설계 요소
1)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물과 녹지의 네트워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는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단지 생물들의 서식처로만 단편화하지 않고 생물들이 자
유로이 이동하며 서식할 수 있는 단지 중심 녹지의 거점으로 생물 이동통로로 연결하며, 동식물 종 다양성과 교류
를 위한 생태계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수림과 개천 등의 자연친화 요소들을 통해 자연을 학습하고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① 비오톱/공동텃밭
우리나라에는 평지가 적고 음영과 돌출이 다양한 사면녹지나 뒷동산 같은 자연이 광범위하게 산재해있다. 이들
사면녹지들은 바람, 습도, 일조 등의 조건변화가 풍부하기 때문에 생물상이 비교적 많아 단지 내부의 비오톱 조
성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 이 비오톱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실개천은 단지전체를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배치하
고, 단지마다 군데군데 설치된 공동텃밭의 수공급원이기도하다. 이 공동텃밭이나 비오톱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
하는 단지라는 의미와 함께 자연학습원으로도 쓰일 수 있다. 즉, 단지 가운데의 공간을 커뮤니티의 장소로 만들
어서 한국적 지역성이 녹아있는, 정자목나 마을마당을 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동텃밭 또한 노인들의 여
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써 쓰일 수 있다.

② 친수공간
자연헝 하천과 실개천을 말한다. 수변의 공간, 광장주변 등의 경관과 조형미 등 질적 요인도 고려하여야 하며
광장 등 주민공동체 시설과 보행로 등과 연계시키고, 동력이용에 있어서 자연에너지의 환경친화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참여형 수공간 설치시에는 이용자의 안전시설과 함께 수질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동계 건천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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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당형 발코니
발코니를 정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내외공간의 연계를 꾀하고 단위주택내에 마당개념의 공간을 조성하여 고층부
에서의 접지성 회복을 도모할수 있다.

④ 실내정원
실내정원의 효과로는 실내경관의 향상, 안정감, 평온감, 시각적 스트레스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내의
환경적 특성인 일조조건의 제약, 옥외와 다른 온도조건, 무강우, 통풍제한 등을 잘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⑤ 벽면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는 각종 수직면에 식재하는 것이고, 옥상녹화는 지붕면에 식재하는 것으로 좁은 공간, 즉 시각적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녹지확충 효과가 크고 경관의 향상, 건물벽면온도의 완화 및 표면의 반사광 방지, 흡음효과, 벽
의 보강 및 도괴방지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2) 수순환 체계
현대도시의 우수체계는 우수를 조절하고 흡수하는 식생이나 토양대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및 불투수성 지붕 등
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인공적인 집수지나 배수체계가 자연의 강과 호수를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침투가 감소
하여 물 순환의 변화를 초래하여 홍수시의 유량은 증대하고, 평상시의 유량은 감소되는 비효율적 수제를 야기시킨
다. 따라서 수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수순환 재생을 꾀함과 동시에 지중의 건조화를 막고, 생태계의 보호, 수순환계
의 보전, 재생, 수변식물 및 미기후의 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다.

① 우수 이용(저류이용)
우수 이용은 비상시 저수조의 역할을 통한 홍수방지 및 상수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수자원 절약효과 등이 있으
며 궁극적으로 우수의 침투화와 함께 수순환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주거단지의 경제성 향상과 부가가
치의 증긴, 하수도 용량증설과 하천개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키는 부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투수포장 및 우수침투/유출억제 시설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성 포장 대신 공극 또는 틈새를 이용한 투수성 포장재료를 이용해 우수가 지하
로 스며들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단지의 생태적 측면에서 토양수의 증발에 의한 기온의 저하, 토양미생물
의 보전, 지반침하의 저감, 지하수 함량에 의한 수순환 재생, 미기후 조절, 수질오염 저감 등 환경보전효과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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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수의 자연정화 재이용(중수 이용)
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법은 비용부담이 큰 종래의기계식 처리방법의 대안으로서 시설과 유지관리면에서 경제
적인 장점을 지닌다. 식물에 의한 수처리공법은 환경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형화시키기 어렵고 부
지요소가 큰 단점이 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경관창출 및 친수환경의 도모를 뮈해서도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④ 절수형 설비기기
수자원 또한 UN이 정한 물부족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단기적으로 생
각해볼 수 있는 절수형 변기나 절수형 수도꼭지등의 직접적인 물절약 설비는 설치조차도 아주 간단하다. 장기
적으로는 사용하는 물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동시에 고려하여 우수 및 중수이용과 연계한 절수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3) 자연에너지의 이용
자연에너지의 이용은 환경부하를 줄이는 대체에너지로서의 가치를 넘어 실험적 사용에서부터 환경교육의 시스템
으로 이용, 도시미관을 살리는 환경 장치물로의 이용과 아울러 옥외공간 수공간 운영, 가로등 운영 등에 경제적 활
용이 가능하다.

①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에너지는 일사열을 축열했다가 사용하는 액티브 솔라 시스템과 일사열을 부착온실 등을 통해서 공급받는
패시브 솔라 시스템이 있다. 태양은 그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온열환경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할 것이다.

② 풍력에너지
우리나라현실에 거대한 동력을 얻기위한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단지 내의 조명이라던지 실개천의 펌
프 같은 작은 에너지의 동력으로 쓰일 수 있으며, 풍력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자체만으로도 자연환경을 적극이
용하는 환경친화단지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③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란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물체이다. 바이오매스에 들어 있는 석유 성분을
추출하거나,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메탄발효시키거나, 특수한 해조나 폐기물 바이오매스를 메탄발효또는
알코올발효등에 의하여 연료로 만드는 것 등인데, 밀레니엄 빌리지에서는 바이오매스를 통한 열병합을 이용하
여 동력의 50%를 공급하겠다.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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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열병합발전시스템
이는 발전을 위해 연소되는 열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발생되는 열 전체를 효율적으로 쓰는 시스
이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설비에 배출되는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다른 에너지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가지 설비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배출되거나, 아예 발생되는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없어지는 미이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냉난방과 열공급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된 자
원이나 폐기물 등의 자원재생, 리사이클을 쳬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화석에너지사용부하를 줄이는 방법이다

⑤ 미이용에너지 활용
미이용에너지란, 하천수나 해수열, 쓰레기 소각열, 하수처리열 등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았던 에너지이다. 이들
의 열적 이용은 비용 대 효과의 면에서 대규모시설에 의한 광역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생활
배수열 회수이용의 경우, 냉방폐열이용 시스템이나 건물내 열회수시스템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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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열기 3

기후 차이에 따른 지역별 주택 형태의 차이점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의 민가의 형태적 차이는 지역별 기후의 차이로 인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
다. 특히 처마의 경우, 남중고도의 차이로 남부지방의 경우 더 길고, 북부지방은 짧게 하여 일사량을 높이려 하였고,
추운바람을 막기 위해 십일자형, ㅁ자 형태로 폐쇄형 구조로 하였으며, 남부지방의 민가는 개방형 ㄷ자 형태로 대청
마루를 두어 바람이 잘 통하여 여름에 시원하도록 하였다.

(a) 북부지방의 민가

(b) 남부지방의 민가

북부 지방 평안도 초가의 평면 배치도 B형, 홑집[네이버 지식백과]
북부 지방의 초가(한국의 전통 초가, 1998.10.15, 도서출판 재원)

남부 지방 초가의 평면 배치도 A형, 홑집[네이버 지식백과]
남부 지방의 초가 (한국의 전통 초가, 1998.10.15, 도서출판 재원)

주로 위치했던 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처마길이

짧다

길다

개구부 크기

작다

크다

배치형태

폐쇄형

개방형

대청마루 유무

없음

있음

정주간의 유무

있음

없음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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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1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보고 팀별 학습활동계획을 세워보자

1. 주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환경

기술

인간

●

기후, 지형, 방위

●

주변환경

●

자원

●

과학기술

●

인지, 인식

●

가족구조, 사회구조

●

종교와 세계관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누가 사는가?

2. 주택의 물리적 환경요소

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음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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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습도(여름 20-26도, 60-75% / 겨울 16-20도, 40-70%

●

열방사, 복사(2개 물체의 열전달)와 기류(0.5m/s 이하)

●

냄새 및 기류

●

유해가스, 분진

●

채광, 조명

●

빛의 밝기, 색

●

소음, 음이 들림

●

진동

3. 건축과 열
1) 열의 흐름에 대한 이해
열은 놓아 두면, 보통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따라서 방의 안과 밖에 온도차가 있으면, 열이 출입
하게 된다. 그것 이외에도 지붕이나 벽, 창 등이 일사를 받음으로써 열이 유입한다. 여름에는 냉방 등을 하기 위해
실내의 기온은 외기온 보다 낮고 많으며, 실외에서 실내로 열이 들어오게 된다. 반대로 겨울에는 난방 등으로 인하
여 실내의 기온은 외기온 보다도 높아져 실내에서 실외로 열이 빠져나가게 된다. 여름과 겨울을 쾌적하게 생활하려
면 여름에는 가능하면 열을 실내로 들여보내지 않는 것과 겨울에는 될 수 있는 한 열을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는 건
축계획이 필요하다.

<건축에서의 열의 흐름>
<출처. 카토 신스케(2005). 건축실내환경, 기문당>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23

●

2) 열손실
벽을 통한 열손실이 가장 크며 지붕, 바닥, 창 순으로 열손실이 되고 있다.이러한 열손실을 막기 위해 벽면 단열재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붕을 통한 열손실 25%

틈새바람과 환기 15%

열
벽을 통한 열손실 35%

창을 통한 열손실 10%

바닥을 통한 열손실 15%

3) 단열의 이해

<동일한 벽으로
여름과 겨울을
모두 쾌적하게
보내는 구조를
만드는것은 어
렵다>
<여름은 개방적인 건물에서 시원하게>

<겨울은 단열이되고 폐쇄적인 건물에서 쾌적하게>
<출처. 카토 신스케(2005). 건축실내환경, 기문당>

단열재는 공기층을 이용한 것과, 열의 복사에너지를 반사시키는 것이 있다. 코르크, 유리섬유, 발포 플라스틱 등은
분리된 막 속에 갇혀있는 작은 공기의 입자에 의하여 열저항을 높인 것이다. 부석, 질석, 진주암과 같은 과립형 단
열재는 상대적으로 기공이 크다. 다공질 단열재의 열저항은 밀도에 반비례하고. 재료의 두께에 비례한다.
반사에 의해 열저항을 확보하는 단열재는 빛나는 금속판의 형태가 많다. 이러한 재료들은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한쪽 면은 공기층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반사형 단열재의 공기층 두께는 보통 18mm-50mm 정도이며, 밝
은 알루미늄박막의 한 쪽이 공기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복사열의 95%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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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의 빛 환경과 관련이 있는 채광
채광은 인공조명에 대하여 자연조명·주광조명(晝光照明)이라고도 한다. 채광에 의하여 실내의 밝기가 알맞도록 창이
나 건물의 형태·벽·천장의 시공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을 채광설계라고 한다. 좋은 채광이란 보아야 할 대상물을 확
실히 볼 수가 있고,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밝기와 분위기의 양면이 적당
히 조절되어야 한다.

자연채광

통풍

소음차단

5) 주택의 공기 환경과 관련이 있는 환기원리
환기는 풍력, 온도차에 의한 부력, 개구부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풍력의 경우, 바람이 어떠한 건물에 부딪히게 되
면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부력은 실내공기가 외부 공기보다 밀도가 낮고, 가볍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개구부
의 면적과 환기량은 비례하지만 개구부의 마감이 미끄럽거나 날카로움의 정도와 방충망이 있을 경우에 따라 공기
의 흐름이 달라진다.

저항

외부바람

풍압력

저항

풍압력

부력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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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2

제로에너지 주택의 설계기준

제로에너지 주택은 3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치나 형태에 따른 에너지 80% 절약, 설비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8% 감소,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 12% 보충

참고: 총 100% 에너지 확보
제로에너지주택은 건축디자인을 할 때, 건물의 향(남향), 건물의 형태(외피 면적이 많은 복잡한 형태보다는 간단한 형태)
와 기술적으로 고단열, 고기밀 고효율 창호의 사용, 고효율 전열교환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물부하를 저감하여 기존 건축
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80%를 절감하는 방법, 각종 설비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8%
로 절감,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의 12%를 보충하여 총 100%의 화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생각펼치기 3

건축 형태의 발상과 전개

1. 디자인 요소와 원리
1) 요소: 점, 선(곡선, 직선, 사선 등), 면(원,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타원 등),
형태(삼각뿔, 육각형, 삼각기둥, 원뿔, 삼각기둥, 원기둥, 구 등), 색채, 음영 등
2) 원리 : 대조, 대칭, 균형, 조화, 반복, 강조, 점이, 통일 등

2. 형태발상의 단계
1) 자연이나 일반적인 주변 사물에서 원하는 형태를 결정한다.
2) 원하는 이미지 사진을 보고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찾아낸다.
3) 기본적인 도형과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여 기본 형태를 정리한다.
4) 기본 형태를 주택의 형태에 적합하도록 변형하는 과정을 3-5회 진행하도록 한다.
5) 최종적으로 정리된 형태를 입체적으로 표현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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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찾고 기본 도형을 그려본다. 이를 기능에 맞게 형태를 변형해 보자.

모티브가 되는 사물이나
자연등 형태 이미지

▶

▶

▶

▶

이미지에 기본적인

▶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찾아
도형으로 표현

▶

기본적인형태에 방위,
바람, 빛에 의한 변형

Tip. 변형은 여러단계를거쳐도 좋다.
Tip. 모티브는 철학적인 언어나 느낌으로도 표현될수 있다.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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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에서 디자인 요소와 원리>

점

선

형

질감

방향

크기

통일
조화
대칭
균형
비례
반복
대조
점이
<출처. http://7dice.googlecode.com/svn/trunk/%EC%9E%91%EC%97%85%2%ED%8F%B4%EB%8D%94/
Graphic%20Source/%eb%b9%84%eb%88%84%eb%b0%a9%ec%9a%b8.jpg>
<출처. http://gurum.tistory.com/982>
<출처. http://www.indiana.edu/~korean/K101/Pron_rules.html>
<출처. http://photovil.hani.co.kr/213936>
<출처. http://www.onlifezone.com/wallpaper/4249438>

<건축에 활용된 디자인요소와 원리>

점

선

형

질감

방향

크기

통일
조화
대칭
균형
비례
반복
대조
점이
<출처. http://www.ableforum.com/webzine-prism/webzine?it_Seq=19&it_SubSeq=178?it_Seq=19&it_
SubSeq=178>
<출처.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liberum&folder=67&list_id=12477711>
<출처. http://tyle.egloos.com/m/2487824>
<출처. http://www.ezina.co.kr/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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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4

제로에너지 주택의 구상도 및 공간 계획안 작성

1. 스케일의 개념
스케일은 우리말로 하면 척도인데 , 단순히 잰다는 뜻이 아니라‘상대적 비율’이라는 의미이다 .‘x-y-z’축의 세
방향 크기가 정비례를 기본 법칙으로 상식적 범위 내에서 적절한 비율로 어울리는 범위 , 혹은 그렇게 정해지는 상대
적 치수라는 뜻이다 . 넓은 광장 앞에 들어서는 건물은 따라서 커야 하며 키 큰 사람이 신발도 큰 걸 신는 것 등이 모두
스케일의 개념이다 .
스케일은 건축물의 입체 형태를 평면적인 전개도로 정리한 도면에 사용되는 것으로 1:100 의 경우 1m 의 길이를
1cm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다 .

2. 공간 계획 프로세스
<이윤희외(2012), 주택설계에서 발춰함>

배치 계획 프로세스

<바람 및 일조 분석>

<차량 및 보행자 분석>

<대지 이용 계획>

<배치도>

평면 계획 프로세스

<조닝 계획>

<버블다이어그램>

<블록다이어그램>

<평면도>

<종단면도>

<층별 조닝 계획(횡단면)>

<횡단면도>

단면 계획 프로세스

<층별 조닝 계획(종단면)>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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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상도
구상도는 스케치를 바탕으로 정확한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물 모양대로 그린 것을 구상도라 함. 구상도를 바탕
으로 제작에 필요한 제작도, 부품도, 조립도 등의 도면을 그린다. 머릿속으로 상상한 모양과 구조를 대략 손으로 그린
것을 스케치라고 한다. 건축의 구상도는 도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건축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공을 하여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도면의 작성
은 건축가들의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Roof Plan>

<Floor Plan>

<Left Side Elevation>

<Right Side Elevation>

1.
2.
3.
4.
5.
6.

LIVING ROOM
KITCHEN
MASTER BEDROOM
DRESS ROOM
BATH ROOM
G.MATHER ROOM

4. 견적서(estimate sheet, 見積書] 작성하기
설계도서의 완비 후 현장설명 및 질의 응답에 따라 공사시공계획 조건에 맞게,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와 인원 및 장
비 등 총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도면용 약어는「EST.」. 개산견적ㆍ설제견적ㆍ공사명세 견적ㆍ실비정산견적이 있
으며, 적산과 동의(同意)이나 엄밀히는 차이가 있다. 적산은 공사용 재료 및 품의수량(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 활동이
고 견적은 공사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 활동이다. 적산은 견적의 첫 단계이며, 견적은 적산을 포
함하는 것이며, 정밀적산 후에 정확한 견적이 가능하다. 적산은 일정 불변치이나 견적은 시공장소, 공사내용, 공사기을
등 조건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 견적은 풍부한 경험ㆍ충분한 지식ㆍ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며, 예상공사비(豫想工事
費, probable project construction cost)를 산출하는 건축사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지만, 실시설계단계(實施設計段階)
가 되면 적산의 전문가(estimator, quantity surveyor)의 협력으로 상세한 적산(detailed cost estimate)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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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견적 [estimate, 見積]

<인테리어 용어사전, 2006.10.10, 동방디자인>

5. 건축 재료의 분류
1) 생산방식에 다른 분류 : 천연재료와 인공재료가 있으며, 천염재료에는 목재, 석재, 골재, 점토 등이 있고, 인공재료
에는 콘크리트 및 그 제품, 금속제품, 요업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있다.
2) 용도에 따른 분류 : 구조재료와 수장재료, 설비재료, 기타재료가 있다.
- 구조재료 : 목구조용 재료(목재), 철근콘크리트 구조용 재료(철근, 콘크리트), 철골구조용 재료(철강), 조적구조용
재료(석재, 블록, 벽돌) 등
- 수장재료 : 내 외장 마감재료(타일, 우리, 도료, 보드류, 금속판, 섬유판, 석고판 등), 차단재료(페어글라스, 유리
섬유, 암면, 아스팔트, 루핑, 실링재 등), 채광재료(유리, 플라스틱, 종이 등), 창호재료(목재, 금속재, 플라스틱재,
셔터 등), 방화 및 내화재료(방화문, 방화셔터, PC부재, 내화벽돌, 내화모르타르, 내화점토 등)
- 설비재료 : 급배수재료, 냉난방재료, 전기재료, 가스재료 등
- 기타재료 : 장식재료, 접착재료, 가구재료, 긴결재료 등
3) 시공 부위에 따른 분류 : 구조재료, 지붕재료, 외벽재료, 천장재료, 바닥재료 등

생각다지기

탐구활동 내용을 발표 및 평가
평가기준

상

중

하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과정이 창의적으로 설계되었는가?
탐구내용과 디자인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전달력 있으며 논리적으로 발표하였는가?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의 제작비용은 적당하게 사용되었는가?
제작한 주택을 판매하는 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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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용 워크북 해설

몸풀기

환경, 미래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프로그램 주제 이해하기

1. 동영상을 보고 미래지구환경 변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지구환경의 변화

이유

2. 동영상에서 본 미래 환경디자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디자인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래 환경디자인

이유

3. 프로젝트을 진행하기 위한 팀명과 구호를 정해보자
팀명

구호

4. 팀원의 이름과 역할을 정해보자
구분
멘토
팀원1
팀원2
팀원3
팀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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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역할

생각열기 1

친환경 건축에 대해 이해하기

<친환경 건축물이란?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속가
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를 실시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관은 인증기준 제정
상황과 인증 기관수 등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법규 : 「건축법」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7조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제6
조·제8조,「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친환경 건축가란?>

(한국직업사전, 2011.12.30, 워크넷)

‘한국직업사전’의 정의로 보면 친환경 건축가는 친환경 건축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적은 그린빌딩(Green Building)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사람

1. 강의내용 키워드를 적어보자.
예) 친환경 건축가

친환경 건축물

대체에너지

디자인 방법

2. 친환경 건축가의 역할을 적어보자.

3. 강의내용 중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친환경 디자인요소에 대해 요약해보자

4. 강의내용 중 더 알고 싶은 주제를 써보자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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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열기 2

친환경 건축물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알아보자

<친환경 건축물 탐방하고 건축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알아보자>
- 신구대학교 식물원은요
●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

전체면적: 570,000㎡(약 17만평)

●

주요 건축물: 에코센터, 곤충생태관, 가든, 체험학습장 등

●

식물보유 현황: 약 1,300여 종류의 식물을 보유

●

센터: 태양열 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 태양광, 옥상녹화, 중수사용

●

온실: 제로 에너지 건물 - 자동 온도 조절 천창

견학장소

에코센터-제로에너지빌딩

문화센터-친환경건축(대체에너지)

활동지도시 유의사항
1. 팀별 멘토와 멘티를 짝을 이루어 이동 준비를 한다.
2. 신구대학교 산학협력관 앞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로 탑승한다.
3. 신구대학교 식물원으로 이동(20분 정도 소요).
4. 신구대학교 집결장소로 모인다.
5. 이동시 돌발행동을 방지하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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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건축물에 적용된 대체에너지가 무엇인지 에너지 유형, 주택의 설치위치,
역할(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10개정도의 아이디어를 내도록 한다.
에너지 유형
예) 태양열에너지

설치 위치
예) 지붕(옥상)

역할(기능)
예) 난방기능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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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열기 3

에너지시스템 없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과거 전통민가의 지역별 형태 차이를 비교하며 자연에너지를 주택의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알아보자.

(a)

(b)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한국의 전통초가. (1998. 10. 15. 도서출판 재원)>

1. 두 집의 다른 점을 적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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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a)

(b)

주로 위치했던 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처마길이

짧다

길다

개구부 크기

작다

크다

배치형태

폐쇄형

개방형

대청마루 유무

없음

있음

정주간의 유무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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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집의 형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지역별 기후의 차이 때문에
2)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3) 처마의 경우, 남중고도의 차이 때문
4) 폐쇄형 구조로 추운 바람을 막기 위해
5) 대청마루로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기 위해

3. 다음은 나무가 많은 북부 산간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름은 무엇일까요?

<삼척 대이리 너와집>
doopedia 두산백과
<출처.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65770>

4. 이 집의 형태적 특징을 적어봅시다.
1) 지붕에 나무 판재를 얹었다.
2) 나무판재가 날아가지 않도록 나무줄기로 묶었다.
3) 마루가 작았다.

활동5. 이 집은 왜 이러한 형태로 지었을까요? 이유를 적어봅시다.
1) 산간지방이라 주변에 나무재료가 많아서
2) 눈이 많이 오는 날씨로 너와의 틈이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역할을 함
3) 겨울이 길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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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열기 4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을 위한 팀별 주제를 정해보자

활동1. 프로젝트 주제 및 개요 설정하기

어디에 지을 것인가?
예) 대도시, 산간, 농촌, 해안, 산속, 바다 위 등

누구를 위한 집인가?
예) 혼자사는 집, 4인 가족이 사는 집, 노인이 사는 집, 장애인이 사는 집 등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가?
예) 층 수, 면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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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1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보고 팀별 활동계획을 세워보자

1. 주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보자.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환경

기술

인간

●

기후, 지형, 방위

●

주변환경

●

자원

●

과학기술

●

인지, 인식

●

가족구조, 사회구조

●

종교와 세계관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누가 사는가?

2. 주택의 물리적 환경요소를 알아보자.

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음환경

●

온습도(여름 20-26도, 60-75% / 겨울 16-20도, 40-70%

●

열방사, 복사(2개 물체의 열전달)와 기류(0.5m/s 이하)

●

냄새 및 기류

●

유해가스, 분진

●

채광, 조명

●

빛의 밝기, 색

●

소음, 음이 들림

●

진동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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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열 환경과 관련이 있는 열손실과 단열에 대해 알아보자
1) 열손실
벽을 통한 열손실이 가장 크며 지붕, 바닥, 창 순으로 열손실이 되고 있다.이러한 열손실을 막기 위해 벽면 단열
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붕을 통한 열손실 25%

틈새바람과 환기 15%

열
벽을 통한 열손실 35%

창을 통한 열손실 10%

바닥을 통한 열손실 15%

2) 단열재
단열재는 공기층을 이용한 것과, 열의 복사에너지를 반사시키는 것이 있다. 코르크, 유리섬유, 발포 플라스틱 등
은 분리된 막 속에 갇혀있는 작은 공기의 입자에 의하여 열저항을 높인 것이다. 부석, 질석, 진주암과 같은 과립
형 단열재는 상대적으로 기공이 크다. 다공질 단열재의 열저항은 밀도에 반비례하고. 재료의 두께에 비례한다.
반사에 의해 열저항을 확보하는 단열재는 빛나는 금속판의 형태가 많다. 이러한 재료들은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
에 적어도 한쪽면은 공기층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반사형 단열재의 공기층 두께는 보통 18mm-50mm 정도이
며, 밝은 알루미늄박막의 한 쪽이 공기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복사열의 95%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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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의 빛 환경과 관련이 있는 채광을 알아보자.
채광은 인공조명에 대하여 자연조명·주광조명(晝光照明)이라고도 한다. 채광에 의하여 실내의 밝기가 알맞도록
창이나 건물의 형태·벽·천장의 시공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을 채광설계라고 한다. 좋은 채광이란 보아야 할 대상
물을 확실히 볼 수가 있고,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밝기와 분위기의 양
면이 적당히 조절되어야 한다.

자연채광

통풍

소음차단

5. 주택의 공기 환경과 관련이 있는 환기원리를 알아보자.
환기는 풍력, 온도차에 의한 부력, 개구부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풍력의 경우, 바람이 어떠한 건물에 부딪히게 되
면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부력은 실내공기가 외부 공기보다 밀도가 낮고, 가볍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개구부
의 면적과 환기량은 비례하지만 개구부의 마감이 미끄럽거나 날카로움의 정도와 방충망이 있을 경우에 따라 공기
의 흐름이 달라진다.

저항

외부바람

풍압력

저항

풍압력

부력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41

●

6. 지난 시간에 정했던 프로젝트의 주제와 개요를 보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해 보자.

프로젝트 설계 방향 설정하기 1
어디에 지을것인가?(
기후:
지형:
방위:
주변환경:

)

누구를 위한 집인가? (
가족구성원:
직업:
취미:
기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가?
층수:
필요한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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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앞에서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주택디자인에 적용해야하는 물리적환경요소와 기능에 대한
계획 방향을 정리해보자.
프로젝트 설계 방향 설정하기 2
주택의 물리적 환경(음환경 제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설계할 것인가?
주택의 형태적 기능

신재생 에너지 활용

예) 단열을 위한 형태 계획

예) 자연을 활용한 열 에너지 제공 방안

예) 통풍을 위한 형태 계획

예) 자연을 활용한 환기제공 방안

예) 채광을 위한 형태 계획

예) 자연을 활용한 빛 에너지 제공 방안

구분

열환경

공기환경

빛환경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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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2

제로에너지 주택이 가져야할 기능을 정해보자

참고: 총 100% 에너지 확보
제로에너지 주택은 3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치나 형태에 따른 에너지 80% 절약, 설비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8% 감소,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
12% 보충

>>제로에너지주택은 건축디자인을 할 때, 건물의 향(남향), 건물의 형태(외피 면적이 많은 복잡한 형태보다는 간단한
형태)와 기술적으로 고단열, 고기밀 고효율 창호의 사용, 고효율 전열교환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물부하를 저감하여
기존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80%를 절감하는 방법, 각종 설비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8%로 절감,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2%를 보충하여 총 100%의 화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1. 우리가 디자인 할 제로에너지 주택의 기능과 형태에 대해 생각해보자

에너지의 종류와 적용되는 형태(위치) 등을 생각해보자
1. 포스트잇에 적어서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2. 팀원의 어이디어를 모아 유사한 것끼리 그루핑한다
3. 그루핑자료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
4. 디자인에 반영할 내용을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을 정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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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3

제로에너지 주택의 형태를 발상해 보자

1. 우리가 디자인 할 제로에너지 주택의 기능과 형태에 대해 생각해보자

앞에서 선정된 제로에너지 기술 중 주요 기능에 적합한 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주변 사물에서
찾아 보자

예) 바람, 빛, 그릇...등등 자연, 생활소품, 기계 등 다양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찾아 보자
1. 포스트잇에 적어서 아이디어를 모아 보자
2. 팀원의 어이디어를 모아 유사한 것끼리 그루핑한다
3. 그루핑자료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
4. 디자인에 반영할 내용을 결정하자

결정한 내용을 정리하자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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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4

제로에너지 주택의 기본 형태를 확정해 보자

1. 사물에서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알아보자
점

선

형

질감

방향

크기

형

질감

방향

크기

통일
조화
대칭
균형
비례
반복
대조
점이

2.건축에 활용된 디자인요소와 원리를 알아보자
점
통일
조화
대칭
균형
비례
반복
대조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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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3. 사물에서 찾은 기본 형태의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찾아보자
디자인 요소
디자인 원리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찾고 기본 도형을 그려본다.
이를 기능에 맞게 형태를 변형해 보자.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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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5

제로에너지 주택의 구상도 및 공간 계획안을 작성

1. 스케일의 개념
스케일은 우리말로 하면 척도인데, 단순히 잰다는 뜻이 아니라‘상대적 비율’이라는 의미이다. ‘x-y-z’축의
세 방향 크기가 정비례를 기본 법칙으로 상식적 범위 내에서 적절한 비율로 어울리는 범위, 혹은 그렇게 정해지는
상대적 치수라는 뜻이다. 넓은 광장 앞에 들어서는 건물은 따라서 커야 하며 키 큰 사람이 신발도 큰 걸 신는 것 등
이 모두 스케일의 개념이다.
스케일은 건축물의 입체 형태를 평면적인 전개도로 정리한 도면에 사용되는 것으로 1:100 의 경우 1m 의 길이를
1cm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다.

2. 구상도
구상도는 스케치를 바탕으로 정확한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물 모양대로 그린 것을 구상도라 함. 구상도를 바
탕으로 제작에 필요한 제작도, 부품도, 조립도 등의 도면을 그린다. 머릿속으로 상상한 모양과 구조를 대략 손으로
그린 것을 스케치라고 한다.
건축의 구상도는 도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건축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공을 하여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도면의 작성은 건축가들의 매
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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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LIVING ROOM
KITCHEN
MASTER BEDROOM
DRESS ROOM
BATH ROOM
G.MATHER ROOM

3. 팀별로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구상도와 디자인 특징을 적은 공간계획안을 작성해보자.
주택명칭:

팀원들과 디자인한 주택의 구상도를 그리고 아이디어를 표현해 보자
(구상도, 주요기능, 디자인 특성, 건축자재(재료) 등을 표현)

팀별로 A2 사이즈 종이에 구상도를 그려 보자
구상도를 작성할때 스케일(축척)을 사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표현해 보자
그려진 구상도에 관련 제로에너지 기술과 디자인 특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성해 보자
사용된 건축자재를 정리해보고, 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를 확인해 보자

팀원들과 구상도, 주요기능, 디자인 특성, 건축자재(재료) 등을 표현해 보자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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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팀별로 지급된 10만원(가짜돈)의 자금으로 각 팀의 공간계획안을 기반으로 건축자재
구매계획(견적서)을 세워 보자.
구분

판매금액

이미지

▶

우드락 5T
(600*900m)/m

1ea

15,000원

기둥

▶

수수깡

1ea

5,000원

<출처. http://funnyschool.co.kr/>

골판지

1장

5,000원

<출처. http://www.d-nara.com/>

알루미늄호일

30cm/길이

1,000원

<출처. http://blog.joins.com/>

OHP 필름 (A4)

1장

1,000원

<출처. http://korean.
laminatingfilmsupplier.com/>

1ea

50,000원

10cm*10m

5,000원

프로펠러+
저전류모터

1ea

50,000원

태양열/지열

태양전지판

1ea

10,000원

바이오 에너지

아모스 컬러(노랑)
점토 5색세트

1ea

5,000원

칼라폼보드(노랑색 제
외) 5T (600*900m)/m

1ea

5,000원

지류(4절양면색상지,
한지, 전지)

1장

5,000원

색종이(단면색종이/
홀로그램)

1ea

1,000원

지점토

1ea

5,000원

아모스컬러(노랑제외)
점토 5색세트

1ea

5,000원

끈류
(마끈, 오색끈 등)

1ea

1,000원

▶

칼라폼보드
(노랑색) 5T
(600*900m)/m
일반잔디
(연두색-FTT63)
(초록색-FTT64)

태양광 판넬

녹화용 잔디

풍력기

기타 아이디어
표현 /
마감재 및 장식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출처.

50

수량

벽체/바닥/지붕

단열재
창문(유리)

●

품명

▶

▶

<출처. http://prod.danawa.
com/>

<출처. http://korean.
laminatingfilmsupplier.
com/>

http://prod.danawa.com/info/?pcode=1558680&cate1=22591&cate2=38250&cate3=38278&cate4=0#bookmark_product_information>
http://funnyschool.co.kr/youngcart4/shop/item.php?it_id=1206977359>
http://www.d-nara.com/shop/shopdetail.html?branduid=7607>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wolfwin&folder=23&list_id=13376107>
http://korean.laminatingfilmsupplier.com/sale-489852-customized-clear-pet-laser-ohp-film-with-chemical-solution-treatment-and-oem-services.html>
http://www.hwabang.net/product/detail.html?product_no=53263&cate_no=3214&display_grou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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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견적서 작성 -디자인된 내용으로 시공(모형제작)하기 위한 견적서를 작성해보자.

주어진 팀별 10만원의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종류

규격 또는 색상

수량

단가

금액

5. 팀별로 지급된 10만원(가짜돈)의 자금으로 각 팀의 공간계획안과 건축자재 구매계획(견적서)
를 가지고 구매를 하도록 한다.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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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6

제로에너지 주택을 모형으로 제작해 보자

1. 팀별로 공간계획안에 따라 다음 순서에 맞추어 모형을 제작해 본다.
1) 먼저 바닥을 만든다.
2) 기둥이 있다면, 기둥을 세운다.
3) 벽체에 개구부(문과 창문)를 표시하고 잘라낸다.
4) 벽체를 모두 세운다. 만약 단열재 표현이 있을 경우, 다 부착 또는 그린 후 세우도록 한다.
5) 문이 있다면 잘라내고 내부 벽체도 모두 세우도록 한다.
6) 지붕에도 개구부가 있다면 먼저 잘라 내도록 한다. 그리고 먼저 지붕형태를 만들고 이는 벽과 붙이지 않고 얹어
놓도록 하여 필요시에 지붕을 들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한다.
7)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고, 마감 표현을 하도록 한다.
8)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한다.

Tip! 모형사진 촬영은 Top view, Side view, Front View, Perspective 의 느낌으로 촬영하도록 지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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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7

디자인과정을 프레젠테이션 보드에 표현하자

1.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보드에 내용을 정리해보자.(A1 사이즈로 작성한다.)
- 프로젝트 명, 탐구 동기 및 목적, 주요 기능(기술), 결론
- 디자인 프로세스(컨셉 모델링) : 디자인 요소와 원리 그리고 변형의 과정
- 공간계획안 : 구상도에 주요기능과 디자인 특성이 표현된 내용
- 투시도 : 3D 작업내용-컴퓨터 이미지, 모형사진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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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다지기 1

지금까지의 탐구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평가해보자

1. 탐구활동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2. 다른 팀들의 탐구활동 내용을 듣고 서로의 탐구내용을 비교해보자.
1) 동그라미(DOT) 스티커를 가지고 소속된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 중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
여 팀 이름표에 자료를 갖다 붙인다.
2) 구매한 주택을 선정한 이유와 우수한 내용을 우리팀의 작품과 비교하여 정리해보자.

구분

구매한 주택(팀 명칭)

형태적 특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디자인과정(보드)

결과물 (모형)

전달력(프레젠테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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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이유(우수한 측면)을 기술해 보자.

생각다지기 2

지금까지의 탐구활동 돌아보고 정리하자

1.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아쉬운 점이나 좋았던 점과 다음에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보자.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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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학습 준거 반영 체크리스트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구분

요소
실생활
연계

필수/
선택

세부항목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해결
해야 할 문제 상황으로 제
시하고 있는가?

▶

필수

반영여부

1~2차시 : 에너지 고갈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해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있음.
■ 전 차시에 걸쳐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사용량
을 줄이기 위한 문제 해결을 제시함.
■

■예
□ 아니오

상황
제시

1차시 도입부-미래지구환경에 변화에 대한 동영상,
견학,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관
련해 흥미 있어 하는 내용으로 제시함.
■ 예비전문가 멘토로 부터 눈높이에 맞는 전공분야의
새로운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
도록 함.
■

흥미와
몰입

창의성

▶

학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
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상황인가?

■예
□ 아니오

▶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해결방법을 고안하는 창의
적 설계 과정이 명확히 드
러나 있는가?

■예
□ 아니오

놀이 및 경험 중심의 활동
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는가?

■예
□ 아니오

창의적 설계의 결과 학생마
다(모둠마다) 다양한 산출
물(혹은 아이디어)이 나오
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선택

필수

▶

학습자
중심

학
습
준
거

반영근거

창의적
산출물
설계
(아이
디어)

필수

▶

필수

■

3-5차시 :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을 스토리텔링 기
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디자
인 과정을 제시함.

■

5-7차시: 실제로 디자인 주택을 제작하기 위한 건
축자재를 예산에 맞게 계획하고 구매하는 실제 상황
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둠별(개인별)로 시나리오에 의한 형태 구상부터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출물(아이디어)이 나
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4~8차시 참조)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기를 활용하여 설계함.
전 차시에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는 스케치북, 연
필, 각종 모형재료 등을 사용하고 있음.
■ 4-8차시: 주택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폼보드, 모형
지, 골판지, 우드락 본드, 칼, 색지, 기타 재활용 플라
스틱병, 종이박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활용하여 작업
■
■

도구
활용

문제
해결

성공의
경험

협력
학습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
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하도록 설계하였는가?

■예
□ 아니오

▶

상황제시에 제시한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여 성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용이 제시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새로
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
록 안내되어 있는가?

선택

필수

선택

■

3차시-8차시 제로에너지 주택디자인 과정은 모둠
별로 협력활동을 통해 설계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6-8차시의 전시를 위한 작품 완성을 위해 학생들이
협력해야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함.
■

■

도전
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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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차시 디자인한 주택의 우수한 점에 대해 프레젠
테이션을 하고 서로 동료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성공(실패)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됨.

■예
□ 아니오

8차시 마무리 학습활동에서 지금까지의 탐구과정이
확장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해 제고 해보고 아쉬운
점을 생각해본다.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아이디어나
방법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탐구과정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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