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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하우스 03은 이동식 목조주택으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명품 하우스입니다.
자연 목조를 기반으로 스틸과 함께 접목시켜
자연친화적이면서 독보적인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아 집안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은은한 나무향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애플하우스 03
확장형 이동식 하우스



· 확장 전 : 5900mm x 2250mm x 2530mm
· 확장 후 : 5900mm x 4290mm x 2530mm

애플하우스 03

[사이즈]

[특징]

· 친환경 자재
· 뛰어난 내구성
· 튼튼한 내진성
· 확실한 단열
· 강한 내화성
· 쾌적한 조습성



[측면 사이즈]



[뒷면 사이즈]



[전체 사이즈]



애플하우스 03의 세부사항



[외부상단]

OSB보드(12mm)

아연도금철골

폴리우레탄 절연재(60mm)

OSB보드(9mm)

OSB보드(9mm)+LG필름

폴리우레탄 방수 코팅 + 수성도장

[내부상단]
외부 폴리우레탄 방수 코팅 + 수성도장

OSB보드(12mm)

용골

폴리우레탄 절연재(60mm)

OSB보드(9mm)

OSB보드(9mm)+LG필름

[내부바닥]

4.5 SPC 바닥

OSB보드(18mm)

용골

폴리우레탄 절연재(60mm)

폴리카보네이트 솔리드 시트

[외부바닥]

4.5 SPC바닥

OSB보드(18mm)

아연도금철골

폴리우레탄 절연재(60mm)

폴리카보네이트 솔리드 시트



[외부벽]

OSB보드(12mm)

아연도금철골

폴리우레탄 절연재(60mm)

OSB보드(9mm)

OSB보드(9mm)+LG필름

외부 폴리우레탄 방수 코팅 + 수성도장

[내부벽]
폴리우레탄 방수 코팅 + 수성도장

OSB보드(12mm)

용골

폴리우레탄 절연재(60mm)

OSB보드(9mm)

OSB보드(9mm)+LG필름



스틸 + 목재 건물

OSB보드 + 폴리우레탄 단열재 + OSB보드

이중강화유리가 있는 알루미늄 합금 창문

내부벽: OSB보드+LG필름

친환경 바닥재 SPC

외부벽: 폴리우레탄 방수 코팅, 수성도장

화장실: 변기, 샤워기, 환풍기, 세면대, 스마트 거울 등

부엌: 석영상판, 캐비닛

접이식 침대, 옷장

스폿조명, 레일조명

세부사항



[모서리 부품]

집 전체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지탱하고 운반하는데 용이합니다.

· 잠금 장치를 배치해야 할 위치에 놓고, 모서리 부품을 잠금장치에
   조립하여 수평을 맞춰 줍니다.
· 잠금 장치에 바퀴를 장착하여 어디든 자유롭게 집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애플하우스 03, 디자인 설계























애플하우스 03, 운송 현황







Q1. 수명기간?
       → 평균 50년 이상이며, 관리 정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설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설?
       → 개인집필실, 개인연주실, 개인연구실, 펜션, 별정, 카페, 전시장 등 입니다.
Q3. 내구성은?
       → 진도9의 지진과 강풍에도 완벽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Q4. 전통적인 건물과 비교했을 때, 애플하우스03의 장점은?
       → 방음, 내진, 방풍, 시간적 비용 절약, 방청력 등 주거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Q5. 보통 하우스와 목조 재질의 하우스의 차이점?
       → 사용한 목조는 친환경 재질로 자연 그대로의 나무향과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Q6. 수도와 전기는?
       →  선적용으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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