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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급 단열성능을 가진 경제적인 월드돔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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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돔하우스는 초고압축스티로폼과 내외부면을 

화이버글라스 섬유와 시멘트 미장 마감으로 외부 온도의 

내부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초고단열 건축물입니다.  

“ “

개 요 INTRODUCE

경제적가치 자연에 가까운 건축형태

자연재해에 강한 구조

친환경 소재

용도의 다양성

에너지 절약

■ 운반 및 설치의 용이성으로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절약

■ 25~30일의 짧은 시공기간으로 시간과 비용 절약 

  (15평 기준)

■ 아치형 곡선과 직선의 조화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 둥근 실내 내부가 심리적으로 어머니의 품같은 편안함 

■ 태풍 초속 120m(2013년 11월8일 필리핀 타클로반주

  순간풍속 379km 슈퍼태풍 “하이옌”)에 안전한 월드돔건축사례  

■ 지진강도 7.4에도 안전한 건축물 (2016년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 7.4 지진에 안전한 돔하우스) 

■ 돔구조체는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구조로서 압축력이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적설하중에 강함

  (적설량 2m에서 안전한 시험성적서) 

■ 둥근 모양으로 강풍도 둥근 모양따라 비껴감

■ Expanded polystyrene의 성분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인체유해물질, 환경호르몬이 없음. 

■ 철거시에는 녹여서 사진액자등으로 재활용 가능함

■ 8평~ 100평까지 크기 조절과 확장가능  

■ 다양한 평형끼리 연결이 가능하여 여러 형태의 건축물 

  모양 구현 가능

■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발표한 건축재료별 열전도율에

  따르면 콘크리트 건물의 열관류율(낮을 수록 성능이 

  뛰어남)은 0.508이지만, 월드돔하우스의 벽체 열관류율은

  0.152를 기록하여 훨씬 뛰어난 단열 성능을 나타냄

월드돔하우스는 건축 기간이 짧고, 확장과 이동이 용이하고, 
내구성과 냉난방 단열이 뛰어나 대규모 숙박시설, 
다목적홀,주택, 해상펜션, 식물재배사, 저온창고, 식당, 카페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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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ed polystyrene이 가지는 
단열효과로 인해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월드돔하우스 벽체는 탄소와 수소로 결합된 친환경 소재 eps를 
고압축하여 180mm 두께로 건물벽체를 제작하여 건축합니다.

월드돔하우스 벽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증한 준불연건축자재로 화재에 안전하고 

우수한 방수, 방충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Prefabrication 건축 공법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가벼워 대규모 가설 건물이나 산간 오지에 긴급피난처에 유용하며, 특히 바닷가 주위에는 

소금기로 인한 부식이 전혀 없는 우수한 건축 자재 입니다.

장기간 침수상태에서도 수분을 흡수하지 않아 바다위 부표로 사용하며, 목재 

건축자재의 대체품으로 쓰일 만큼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도로,옹벽 등의 시공과 

연약지반,경사지 등의 공사 현장에 eps블록을 사용하여 가볍고 튼튼한 특징으로 하중이나 

토압에 관련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공법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요

소재 및 공법

장점

태풍에 강한 주택

특허,시험성적서

신문,방송 사례

기본형 돔하우스

통창형,결합형  

펜션

펜션

펜션

해상펜션

해상펜션

버섯재배사

귀농귀촌 스마트팜

스마트팜

다목적 홀, 강당

대규모숙박시설

해외시공사례

P02

P03

P04

P05

P06

P07

P08

P09

P10

P11

P12

P13

P14

P15

P16

P17

P18

P19

P20

월드돔하우스 자재는 도시락 같은 식품용기 소재로 사용하며, 입으로 마시는 pet병 

소재로써 최고의 단열성을 가진 외단열 스티로폼 100mm 20장을 고압축하여 두께 

180mm로 만든 난연 스티로폼이 재료입니다. 고압축스티로폼의 내부와 외부는 오토바이 

헬멧을 만드는 그물 모양의 화이버글라스 섬유에 시멘트와 시멘트 접착제를 섞어 압착 

미장으로 마감합니다. 건축후에는 외부에서 헤머로 충격을 가해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내외부 마감은 친환경 페인트로 마감하며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황토 또는 규조토등 다양한 마감 형태가 가능합니다.

목 차 INDEX

소재 및 공법 MATERIAL &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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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MERIT

적외선카메라로 볼 때 겨울에는 내부 열이 전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외부의 냉기가 실내로 전달되지 않아 

벽에서 찬기운이 전혀 나오지 않아 따뜻하고, 결로가 전혀 없으며, 여름에는 외부의 태양열이 전혀 내부로 

전달되지 않아 시원한 최고의 단열 효과를 나타냅니다.

일반주택은 단열이 않되어 지붕과 벽체 등 전체 건물에서 열이 빠져나가서 아무리 난방을 해도 집이 따스해지지 

않고, 여름철에는 전날 벽체를 달군 태양열이 다음날 새벽까지 식지 않고, 다음날 낮에 또 다시 데워져 실내가 

후끈하다고 느끼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 건축학과와 공동으로 실험한 결과 월드돔하우스 이동식 주택도 

열이 전혀 외부로 소실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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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강한 주택 SAFE HOUSE FOR TYPOON

국내 사라호 태풍 : 초속 55m/sec

국내 볼라벤 태풍 : 초속 48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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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 daily(2013.7.8)

Korea herald(2013.7.4)

World daily(2013.10.16)
economy view(2013.8)

magazine(2013.8)
money today daily(2013.2.18)

특허/시험성적서 PATENT/TEST REPORT

월드돔하우스의 구조 안전성은 건물 전체를 들어 이동할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짓기 어렵거나, 

긴급한 공사의 경우 평지에서 건축한 후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옮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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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 daily(2013.7.8)

Korea herald(2013.7.4)

World daily(2013.10.16)
economy view(2013.8)

magazine(2013.8)
money today daily(2013.2.18)

신문/방송 사례 NEWSPAPER/BROADCASTING

KBS TV 아침 뉴스타임
(2013년 11월 1일)에서 실속형 
전원주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SBS TV 생방송투데이 시인의집 
(2016년9월13일)에서 1년 난방비가
기름 400L에 불과하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및 다수의 잡지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MBC TV 경제매거진 (2016년 
9월20일)에서 은퇴한 복층주택 
거주자는 한여름에도 냉방요금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CHANNEL A 김성주의 모닝카페, 경남방송 드림컴퍼니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MBC TV  “그집에 살고 싶다” 
촬영시 외부영하2도일때 내부온도 
난방없이 영상24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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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형 폭5.59m, 길이6.74m 주방 거실  

기본형 8평형 : 방1

통창형 12평형 : 주방1, 거실1, 화장실1

기본형 10평형 : 방1

＊이외에 각 형별로 자유롭게 확장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음.

14평형 폭5.59m, 길이9.04m 방1,화장실,주방 16평형 폭5.59m길이10.2m  

16평형 방2,화장실,주방 다양한 타입의 결합으로 독특한 구조 가능

1

2

3 4 5

3

당사가 생산하는 piece를 모두 적용한 형태로 돔형태를 가장 잘 표현함.

소형 평형을 구성하는데 적절하며, 넓은 대지에 독립된 여러동의 건물을 배치하는데 

적합함. 주말용 세컨하우스 또는 펜션단지용으로 적합.

돔하우스 DOM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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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건물 위에 중간에는 복층 통창 타입, 좌우는 단층 통창 타입 배치

통창형은 실내에서 외부로 보는 창을 크게 하고 싶은 경우 직선으로 벽체를 구성하여 창을 크게 만들 수 있는 타입이며, 

결합형은 여러 돔하우스를 연결하여 다양한 형태를 이루는 타입입니다.

기본형과 통창형을 연결하는 결합형타입 30평  통창형과 복층통창형 30평

12평 터널형과 8평 통창형을 결합한 타입 일반 건축물과 같은 내부 구조 터널형 30평

1

32

5

4

65

통창형/결합형 WIDE WINDOW/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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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10평형 폭5.59m 길이6.74m

복층통창12평형폭5.59m

기본8평형 폭5.59m 길이 5.59m

기본형14평형 폭5.59m 길이 9.04m

복층통창12평형 길이7.97m실내

기본8평형 실내

기본형 10평형 실내

통창형 12평형

월드돔하우스 펜션 단지

1 2

4 5

7 8 9

6

3

돔하우스 리조트는 독특한 외관으로 방문객의 주목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이색적인 숙박경험으로 홍보가 쉽고 재방문이 증가합니다.

펜 션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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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하우스 리조트는 독채 건물로 구성되어,경사지거나 숲속등 지형에 맞게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고, 

톡특한 외관으로 지역의 명소로 홍보가 용이한 건축물입니다.

바닷가 돔하우스 펜션 단지

통창10평형 폭5.59m길이6.74m

기본8평형 폭5.59m,길이5.59m

통창형 돔하우스

기본10평형 돔하우스 모텔

기본형과 통창형 펜션 단지

돔하우스 단지 외부

기본10평형 모텔 실내

해외건축 돔하우스 펜션

1 2

4 5

7 8 9

6

3

펜 션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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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하우스는 가볍고 튼튼해서 일반 콘크리트 건물 위에 배치하는 것이 용이하며, 2층 

돔하우스로 인해 1층 건물 지붕 단열이 훨씬 좋아집니다.

복층 통창12평형 실내

통창형 12평형 실내

기본8평형 폭5.59m 길이 5.59m

통창형 12평형 실내

복층 통창12평형 실내

기본8평형 폭 5.59m 길이 5.59m

통창형 12평형 실내

기본10평형 폭5.59m 길이6.74m

기본10평형 폭5.59m 길이6.74m

1 2

4 5

7 8 9

6

3

펜 션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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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에서 주택처럼 숙박과 낚시를 하는 낭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돔하우스의 자재는 부표로 사용할 정도로 가볍고 

냉난방 단열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위에서도 건물로서 훌륭한 가치를 가집니다. (거제시 법동 해상낚시터) 

도보 이용가능한 해상 낚시터

남해 해상펜션

기본형 14평 해상낚시터 관리실

통창형 10평형

FRP타입 해상펜션

기본형 해상펜션 실내

휴양과 낚시가 가능한 해상 펜션

통창형 10평형 화장실 주방

해상 수영장과 해상 펜션 

1 2

4 5

7 8 9

6

3

해상 펜션 MARITIM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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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펜션은 냉난방시설 및 수세식화장실, 샤워시설과 가전제품, 씽크대까지 

제공되어 어떠한 선박보다 해상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양과 낚시의 즐거움을 

보장합니다. (삼천포대교 해상펜션)

기본형 해상펜션

부유식 부교 위 통창10평형

기본14평형 관리실 길이 9.04m

수중8면이 고정된 해상펜션

FRP 위 통창 10평형 

기본14평형 길이 9.04m

육상에서 제작된 해상펜션 이동

기본14평형 낚시터 사무실

바지선위 통창형10평

1 2

4 5

7 8 9

6

3

해상 펜션 MARITIM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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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는 건물전체를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정온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탁월한 단열과 기밀성능으로 작물이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을 손쉽게 조성하여, 온도 편차가 심한 재배사보다 고품질 

버섯을 훨씬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재배사 최상부와 하단 바닥의 온도차이가 1도가 나지 않습니다.

버섯재배사,관리동,작업동,저온창고

버섯재배사 관리사 

저온창고 폭4m 길이7m

버섯재배사 5동

관리사 폭8m 길이 12.5m

소형 냉동창고 

버섯재배사 실내

관리사 실내 

폭8m 길이21.5m 높이4.9m 5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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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사/관리사/저온창고 MUSHROOM/HOUSE/LOW TEMPERRATURE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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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버섯재배사 건축/정부보조 스마트팜 재배 확대 사업 시행.

한번 건축하면 거의 수리 할 일이 없는 완벽한 농업용 건축물로, 더 더워지고 추워지는 기후변화에도 최소한 유지 

비용으로 날씨 걱정없는 스마트팜 재배사를 다양한 건축 방안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실외 적외선 카메라 (우측 햇볕받는 부위를 
제외하고 열이 나오지 않음)

재배사 내부 아연관 골조

정부지원 스마트팜 사업

실내적외선카메라(창호를 제외하고 열이 
빠져나가지 않음) 

재배사 시멘트 미장 마감

버섯재배 스마트팜 50평

50평재배사,6평 사무실,저온창고

재배사 내부 공조시설

겨울철에 특히 유용한 단열이 잘되는 
마을오수 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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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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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스마트팜 SMART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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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하우스 재배사는 수경인삼재배, 귀뚜라미 곤충 사육 뿐 아니라 수산물 양어장등 단열이 필요한 

모든 농어업용 건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벽 전체가 둥근타입부터 벽체는 직선이며 지붕만 라운드 타입까지 동당 30평~200평까지 건축 가능합니다.

버섯재배사 실내

식물재배사 70평 

기본형타입 버섯재배사40평 

쌍별귀뚜라미 재배사 실내온도 
겨울철에도 32도 설정

해양수산부 발주 기르는 어업 양어장용 
단열이 좋은 온실하우스

터널형타입 버섯재배사40평

재배사 50평 5동 32도로 설정 시 
한달 난방비 32만원

수경인삼 재배용 식물공장 80평 

터널형타입 버섯재배사3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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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SMART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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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원이 모이는 강당이나 건물 중간 기둥이 없는것이 좋은 다목적 홀의 경우 월드돔하우스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식물원,커피숍,레스토랑,리셉션장, 대형 회의실까지 원하는 대로 구현이 가능합니다.(식물원과 커피숍 100평형)

 식물원 폭15m 높이8m 길이22m

커피숍

70평형 폭9m 높이4.3m 길이26m

100평형 식물원 커피숍 

70평형 강당

30평형 폭 6.7m 길이 15m

식물원

70평형 강당 정면

30평형 실내

1 2

4 5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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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홀/강당 MULTI PURPOSE HALL / AUDITTO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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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돔하우스는 짧은 공사기간과 자유로운 확장성으로 빠른기간에 건축해야하는 대규모 숙박시설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대규모 건설현장과 지진,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급격한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대안입니다.

터널형 16평(폭5.6m, 길이9.4m)

기본형 27평형(폭5.6m, 길이15.9m)

대규모 숙소

터널형 25평(폭5.6m, 길이15m)

숙박시설 내부(크기 조절 가능)

군막사 40평(폭, 길이 조절 가능)

터널형 30평(폭5.6m, 길이17.8m)

숙박시설 내부

군막사 내부 40평

1 2

4 5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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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숙박시설 LARGE SCAL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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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돔하우스는 

전세계 다양한 건축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공 사례 FOREIGN COUNTRIES

필리핀리조트

중국

중국

필리핀리조트

중국

중국 요뇽성

몽골 울란바토르

카자흐스탄

중국 광동성

경기도 양평군 경강로 1687 (양평읍 오빈리 362-3) 
TEL : 031-773-6377  FAX : 031-771-6388   
E-mail : master@worlddome.net
http://www.Worlddom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