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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 파인트리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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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 House의 전면

기획기사

캐나다 고효율 친환경 주택 사례 2
글 / 사진 아서 로 (Arthur Lo_Insightful Healthy Homes)

에너지 효율성
Zen House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높은 에너지 성능이다.
이는 집의 수명이 지속되는 동안 에너지와 물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특정 시스템과 장비를 사용하는 시공 기술을 필요로 한다.

주택의 에너지 평가 시스템
(Home’
s Energy Rating System(ERS) value)
캐나다 연방정부 천연자원부의 에너가이드 홈 (EnerGuide Home)
평가는 주택이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인지를 주택 소유주에게 보여
준다. 이 평가는 주택 소유주가 한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다른 주택과
비교하도록 표준 운영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평가지수는 0에서 100까지다. 평가치 0은 심한 누기와 단열재가
없어 에너지 소비가 극단적으로 높은 집을 나타낸다. 평가치 100은
기밀하고, 단열이 잘 되며, 충분한 환기가 이뤄지는 것을‘연(年)’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이 필요 없는 넷 제로 에너지(Net Zero Energy)
주택을 나타낸다.

▲ Zen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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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평가치

패시브 디자인

·건축법에 준해 지어진 신축 주택 : 65에서 72

■ 주광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일부 시행된 신축 주택 : 73에서 79

2층 가족실 상부에 위치한 남향 채광창은 2층 중앙부로 주광을 끌어

·에너지 효율적인 신축 주택 : 80에서 90

들인다.(사진 1 참조) 채광창을 통해 들어온 빛은 흰색 벽을 밝히며,

·에너지 구입이 매우 적거나 필요 없는 주택 : 91에서 100

채광창 아래에 있는 창을 통해 1층 그레이트 룸까지 밝혀준다.

Zen House 에너지 성능은 캐나다 주거용 건물을 위한 에너지 분석

(사진 1과 1-1 참조)

과 평가 소프트웨어인 HOT2000에 의해 분석됐다.
HOT2000은 캐나다 연방 정부 천연자원부 기관인 캔멧에너지
(Canmet Energy)에 의해 개발돼 1987년에 출시됐다. 이후 28년간
(2015년 현재) 단독주택과 공용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
하는 캐나다 표준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았다.
또한 HOT2000은 캐나다의 R-2000과 수퍼-E 프로그램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이다.

■ 자연 환기
계절이 바뀌는 늦봄과 초가을엔 냉·난방을 하지 않고 집을 관통
하는 자연 환기로 쾌적한 온도를 거주자에게 제공한다.
1층 그레이트 룸 남쪽에 위치한 창과 2층 가족실 창문 그리고 계단실
꼭대기의 전동 개폐 창문은 자연 환기가 원활하도록 공기 흐름을
용이하게 한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전동 개폐 창문을 열면 이러한
자연 환기가 이뤄진다. (사진 1과 도면 1 참조)

Zen House의 에너가이드 평가치는 88이다.

1층 그레이트 룸 창

건물 외피와 시스템
아래와 같은 시공 기술과 시스템, 장비가 ZenHouse의 건물 수명

채광창

◀ [사진 1] 남향에 높이 위치한
2층 채광창은 2층뿐만 아니라 1층
그레이트 룸까지 주광을 공급한다.

동안 에너지와 수자원의 소요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채택됐다.
■ 기초
▶ 기초벽
·75㎜ Type 2 EPS 단열 보드
·방수 시트
·150㎜ 콘크리트 단열 거푸집
·12.7㎜ 석고보드
·저투습성 저휘발성 유기물질 수성 페인트 (수증기막)
실효 열저항치 R = 30.5

▲ [사진 1-1] 1층 그레이트 룸

▲ [도면 1] 계단실 꼭대기의 전동
창문을 열면 1층과 2층을 관통하는
자연 환기가 이뤄진다.

▶ 바닥 슬라브
·바닥 마감
·100㎜ 콘크리트 슬래브
·폴리에틸렌 필름(기밀막, 증기막)
·75㎜ Type 2 EPS 단열 보드
·최소 100㎜ 두께로 자갈 다짐
·다져진 지반
실효 열저항치 R = 12.0
■ 벽체
·19㎜ 시멘트 스타코
·19㎜ 공기층
·1×3 방부처리 쫄대
·50㎜ 암면 단열재(ROXUL COMFORTBOARD)
·기밀 타이벡 하우스 랩(기밀막)
·12.7㎜ 합판 벽 덮게
·2×6 스터드 610㎜ o.c. 이중 윗 깔도리, 스터드 코너 2개
·140㎜ R22 유리섬유 단열재
·12.7㎜ 석고보드
·저투습성 저휘발성 유기물질 수성 페인트(수증기막)

▲ [도면 2] 지상 상부 기초벽 단면 일반 상세

실효 열저항치 R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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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3] 기초벽 일반 상세

■ 천장 / 지붕
▶ 평천장 지붕
·아스팔트 슁글
·루핑
·12.7㎜ 지붕 덮개
·목재 트러스
·R-42 셀룰로오스 단열재
·15㎜ 기밀 방화 석고보드(기밀막)
·저투습성 저휘발성 유기물질 수성 페인트(수증기막)
실효 열저항치 R = 51
▶ 노출 천장 지붕
·아스팔트 슁글
·루핑
·12.7㎜ 지붕 덮개
·2×4 스트렙핑 406㎜ o.c.
·302㎜ I형 장선
·305㎜ R-40 단열재
·15㎜ 기밀 방화 석고보드(기밀막)
·저투습성 저휘발성 유기물질 수정 페인트(수증기막)
실효 열저항치 R = 37

▲ [도면 5] 벽체 횡단면

◀ [도면 4] 벽체 종단면

■ 창호
·고정, 오닝, 케이스먼트, 창문 또는 프렌치 문
·비닐 창틀
·삼중유리
·로이 코팅
·아르곤 가스 충진
·단열 간봉
■ 난방, 냉방 그리고 온수
▶ 난방과 냉방
·고효율 한랭기후 공기열원 히트펌프(Mitsubishi Zuba-Central,
heating HSPF 9.4, cooling EER 12.0 SEER 15.00)
·강제 공조 시스템(사진 4의 바닥 밑 공간에 설치된 덕트와 에어
핸들러 참조)
·2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상이한 열적 조건으로 조정 가능(지하실
그리고 1층과 2층 부분으로 분리)
▶ 급탕
·간접 탱크를 가진 고효율 가스보일러(IBC VFC 45-225, 95%
AFUE)
■ 조명
·70%의 조명은 LED
·20%의 조명은 콤팩트 형광등
·외부 조명은 동작 감지형
■ 가전 기기와 다른 전기 장비
·냉장고, 식기세척기, 레인지, 후드, 세탁시, 건조기 등의 모든
새로운 가전은 에너지 스타(Energy Star) 고효율 인증 제품.

▲ [사진 2]
한랭기후 공기열원 히트펌프

▲ [사진 3]
급탕 시스템과 열 회수 환기장치(H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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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자원 효율성

환기

사용 절감

·에너레디(Eneready) 2000 열 회수 환기장치(사진 3 참조)
·모든 욕실엔 열 회수 환기장치와 환기 시간을 원격 조절하는 포쉬
타임(Posh Time) 구역 스위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연계 작동되는
위스퍼 파워(Whisper Power) 그릴을 설치 했다.
·열 회수 환기장치의 급기는 난방 덕트와 일체화됨
·열 회수 환기장치의 배기는 전용 덕트 사용
·모든 열 회수 환기장치 덕트는 석고보드 취부 이전에 설치되고
기밀성을 시험

골조는 구조용 규격재와 목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공학
목재를 사용했다.

공기 필터

재활용

최저효율보고값(MERV) 13 등급의 가방 필터(Bag filter)가 공조
시스템에 설치됐다.(사진 4 가방 필터를 포함하고 있는 에어 핸들러
배기 쪽에 있는 금속 상자)
에어 핸들러 팬은 최상의 실내 공기 질을 달성하기 위해 실내 공기
를 연속적으로 필터로 통과하게 하며 순환 시키도록 작동한다.

재활용을 위해 종이와 금속은 분리수거했다. 오래된 목재를 뒷마당
텃밭의 경계목으로 이용했다.

재사용
현장에서 나온 모든 암석들을 조경에 사용해 폐기물 처리 비용과 자
재 구입 비용을 절약했다. 신축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 위치한 나무는
현관 앞으로 옮겨 심었다. 공사에서 발생된 목재 폐기물은 앞마당에
쌓아 필요한 사람들이 수거해 가도록 했다.

▲ [사진 4] 뒷마당 텃밭
▲ [사진 4] 바닥 밑 공간에 설치된 공조 시스템과 공기 필터

효율과 관리

건축 자재

절수형 수전과 변기

Zen House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했다.
■ 바닥재
·카펫은 없음
·1층과 2층 바닥재는 친환경 수성 도료로 마감된 원목 바닥재
·지하실엔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인 마모레움 바닥재 설치
■ 도장
·저휘발성 유기물질 친환경 페인트
■ 접착제
·마감작업엔 VOC가 포함된 접착제는 사용하지 않음
■ 가구
·수성 도장과 포름알데히드가 첨가되지 않은 MDF 제품

절수형 변기, 대소변 구분 변기, 절수형 샤워헤드, 절수형 수전 사용

우수 저장
2개의 우수 저장통이 뒷마당에 설치됐다.

조경
조경을 위해 선정된 식물들은 건조에 강한 것들을 선정했다. 많은
식물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고유 수종이다.

투습 포장과 지면 마감
뒷마당엔 빗물이 지하로 침투되도록 잔디용 플라스틱 그리드로 지표
면을 덮었다.

※ 다음 호엔 Zen House 시공과 더 기밀한 주택 시공하기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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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Korea Wood Festival 2015 후기

아이들이 쉬는 나무,
함께 나누는 나무
글 / 사진 파인트리홈 원장 김주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감당해야할 삶의 무게가 있다.
파인트리홈에서 생활하는 86명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이유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생활할 수 없고 친인척이 돌봐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동보호의 마지노선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어른들이 자세하게 그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해 준 경우는 매우 드물고,
어린 시절 복잡한 가정사를 다 겪으면서 그 속에서 그대로 갈등을
지켜보다가 어른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곳에 오게 된 경우이다.
아이들이 시설로 들어올 때 자라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찾아오겠다고
하던 부모님은 거의 몇 년이 지나도 찾아봐 주지 않는다.
어딘가에 살아계실 부모님이 있지만 여기서 지내면서 언젠가 찾아 올 것 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그리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하는 것이
아이들이 견뎌내야 할 삶의 무게인 듯하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생기면 더 신경을 쓰고 돌봐주듯이 아이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버림받았
다는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마음과 자기자신을 더 따뜻하게 감싸안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데는 더 많은‘몸과
마음의 쉼’이 있어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편안하게 몸을 기댈 수 있고, 메달릴 수 있고, 올라타고 뛰어놀 수는 멋진 선물을 받게 되었다.
Canada-Korea Wood Festival 2015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뜻을 모아 조형물을 마련해 주신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박진호 교수님, 인하대
학교 건축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 캐나다우드 정태욱 대표님, 황태익 전무님과 김미선 이사님, 그리고 캐나다 대사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신이 내려주신 재능(GIFT)으로 직접 나무를 자르고, 조립할 부분의 나무를 파고, 직접 시설물을 설계하고 조립하면서 그 재능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귀한 선물(GIFT)을 해주셨다. 더운 날 달려드는 수많은 모기들과 시름하며 기초를 세우고 조립하고 몰입해서 작품을
만들어준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의 열정과 땀이 서려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조형물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지속
생산 가능한 삼림체계를 갖고 산림을 보호하고 생산하는 캐나다에서 자란 나무의 향기와 질감이다. 파인트리홈이 소나무의 집이고 소나무
향기가 온 마당을 채우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파인트리홈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설에 오시는 많은 어른들도 향기에 매료되어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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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놀고 쉬면서 우리들은“어느 날 멀리 있는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던 나무가 좋은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몇날
몇일 밤을 자고 걸려서 한국에 왔단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
들의 손을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만들어져서 이곳에
온거야..”라며 스토리를 전해줍니다. 사람에게 가장 오래 남는 것이
후각을 통한 자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의 기억속에 캐나다우드로
만든 쉼이 있는 나무조형물의 푸근함과 향기가 아이들의 생각과 꿈에
영향을 주어서 비록 과거의 상처는 깊지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보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선물
로 전해준 사람들처럼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감히 기대해
봅니다.

Canada-Korea Wood Festival 2015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 인하대 건축학과 대학원 D-Lab
공동 사회공헌 프로젝트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대표 정태욱)는 작년에 이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골목구조 교육 프로그램인 Canada-Korea Wood Festival 2015를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D-lab(Design Research and Innovation Laboratory, 지도교수
박진호)의 The GIFTs: Two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The GIFTs 시리즈는 D-lab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이나 건물 내, 외부에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리즈의 첫 작업으로 2014년 인천 신명보육원에 “The GIFTs: One”을
디자인,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올해는 캐나다우드와 함께 인천 파인트리 홈 보육원에 아이들을 위한 옥외 목조구조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과 대학생들 약70여명이 디자인 및 시공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5월 22일과 29일엔 건축가 3인 (강승희, 이현욱,
조남호)의 특강과 경골목구조 이론 교육이 진행되었고 5월 30-31일엔 디자인 및 목재의 재단작업이 있었으며, 2차 가압 방부 처리 후 6월
26-28일에 현장 시공 및 조립이 진행되었다.
이번 The GIFTs: Two는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므로 향후 목재의 방부성능에 대한 우려를 미리 방지하고자 목재의 방부 처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다. 시설물에 사용된 캐나다의 대표 수종군인 S-P-F 구조재를 목재 재단작업 전에 미리 자상처리 (Incising)하고 목재
절단 및 천공 작업을 선행 한 후에 ACQ약제로 2회의 가압 방부 처리와 건조를 하여 방부약제가 목재의 내부에 깊이 침투되며 또한 흡수량을
높여 반영구적으로 목재가 썩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6월 28일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료식과 파인트리 홈에 시설물을 기증하는
기증식이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박현미 상무관의 축사와 함께 파인트리 홈에서 진행되었다.

▲ The GIFTs: Two 투시도

▲ 기증식 후 파인트리 홈 아이들과 인하대 학생들의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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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4월 21일
4월 - 7월 활동사항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특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황태익 전무는 청주시에 소재한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조건축 시스템의

4월 11일
우드유니버시티 WBI(목조공동주택 설계 시공 - 감리 전문가과정) 16기 개강

소개, 경골목구조의 역사와 공법, 북미의 Inspection 제도 등에 대한
목조건축 특강을 진행하였다. 충북대 건축학과는 곧 사회에 진출
하게 되는 5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조건축 산업 관련 분야를
소개하는 일련의 특강을 기획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
목조건축 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후원하는 우드
유니버시티의‘WBI - 목조공동주택 설계, 시공, 감리 전문가과정’
16기가 4월 11일 개강하였다. WBI과정 16기는 8월 22일까지 5개월간
교육이 진행되며 국내외 목조건축관련 법규 및 기준에 준하여 경골
목구조를 포함한 목조건축의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우드유니버시티의 교육 이수자는 캐나다우드
가 주최하는 캐나다 현지 목조건축 기술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충북대 특강

5월 8일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특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대표는 5월 8일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양대에서 특강을 하였다. 이 날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에서 정태욱 대표는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활동
소개와‘건축재료로서의 목재 특성’이란 주제로 건축학과 학생들
WBI(목조공동주택 전문가과정) 교재

에게 구조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특성과 규격재를 소개하고 목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목구조재 건축물의 다양한 사례 등을 강의하였다.

WBI(목조공동주택 전문가과정)-16기 강의

한양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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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알버타 파빌리온 제막식 개최
캐나다우드에서 후원한 캐나다 알버타주와 강원도의 자매 결연
40주년을 기념하는 알버타 파빌리온(Alberta Pavilion) 제막식이
2018년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에서 개최
되었다. 제막식에 앞서 강원도 - 알버타 공동연구 성공사례 발표가
진행되었고 제막식에는 론 호프만(Mr. Ron Hoffmann) 아시아태평양
지역 알버타주 수석대표, 에릭 월시(H.E. Eric Walsh) 주한캐나다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신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조남호 솔토지빈

별빛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

건축사사무소 대표, 그리고 정태욱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리본 컷팅식이 진행된 후 조남호 건축사의
설명과 함께 파빌리온을 둘러보았고, 별빛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과
축하리셉션으로 제막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5월 22일, 28일
Canada - Korea Wood Festival 2015
이론교육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인하대 건축학과와 공동으로 이론 강의
와 실습으로 구성된 경골목구조 교육 프로그램인 Canada - Korea
Wood Festival 2015를 개최하여, 5월 22일과 28일 양 일에 걸쳐
70여 명의 건축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건축자재로서의
목재와 그 친환경성, 다양한 목조건축 시스템, 경골목구조의 구법에
대한 목조건축 이론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론 강의 기간에는
선배 건축가인 이현욱 소장(광장건축), 강승희 소장(노바 스튜디오),
조남호 소장(솔토지빈건축)의 특강을 통해 목조건축설계 경험과 목조

정태욱 대표의 알버타 파빌리온 경과보고 발표

설계의 밝은 전망을 예비 건축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나누었다.

리본 커팅

알버타 파빌리온을 둘러보는 론 호프만 대표

인하대 이론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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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캐나다우드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UFV) MOU 체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대표는 5월 28일 주한캐나다대사관
스코필드홀에서 캐나다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UFV) 마크 에버레드(Mark D. Everd) 총장과 MOU를
체결하여 향후 목조건축 교육 프로그램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였다.
캐나다우드와 UFV는 매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올해는 7월 UFV 칠리왁 캠퍼스에서 캐나다 수퍼-E 기술연수를
2주간 진행한다. MOU 채결식에는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리차드 드북
(Richard Dubuc) 공사도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왼쪽부터 마크 에버레드 총장, 리차드 드북 공사, 정태욱 대표

5월 30일 - 6월 28일
Canada - Korea Wood Festival 2015
실습교육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인하대 건축학과는 Canada-Korea
Wood Festival 2015를 통해 학생들이 캐나다산 SPF 부재를 이용
하여 디자인 및 실물 제작하는 실습교육을 진행하였다.
실습교육은 사전 가공 후 방부처리와 건조, 그리고 설치장소에
기초 피어의 설치 및 부재 조립으로 구성된 2단계의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설치물은 학생들이 캐나다우드의 기술 지원
으로 설계한 데크를 구성하는 모든 부재를 먼저 절단, 따내기, 천공
등의 가공을 하고 1개월의 기간에 걸쳐 2회 방부 및 건조 처리해서
현장에서의 절단 등이 필요 없도록 하여, SPF로 방부 처리된 데크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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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 26일
BC - Korea FTA Forum 참석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대표는 목조건축과 목재산업 한국
대표단과 함께 6월 23일 캐나다 BC주 Hilton Vancouver Metrotown
호텔에서 개최 된 한국-브리티시콜럼비아주 무역 및 투자포럼
(BC - KOREA Trade & Investment Forum)에 참가하여 양국의 목조
건축과 목재시장에 대한 발전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노력 및 캐나다
우드그룹의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한국-캐나다 자유무역 협정(CK - FTA)이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캐나다의 한국 수출양은 약 32%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캐나다의 GDP도 년간 17억불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캐나다우드 정태욱 대표의 대정부간 공동노력 및
캐나다우드의 활동사항 발표

특히 BC주는 캐나다의 한국 전체 수출양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약 2억1천2백만불 정도의 목재 제품과 1억1천7백만불
정도의 펄프 - 제지 제품을 캐나다 BC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CK - FTA발효를 통해 향우 2년내로 캐나다 제재목 관세 5%가 없어
지게 되고 OSB 및 Glulam등의 공학목재 관세 8%도 향우 10년내로
없어지게 되어 그 무역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관세 부분인 양국간의 기술적인 교류와 무역장벽
등의 어려움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28일
Canada - Korea Wood Festival 2015
수료식 및 기증식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인하대 건축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경골목구조 교육 프로그램인 Canada-Korea Wood Festival
2015의 완성 설치물이 6월 28일 파인트리홈 보육원에 기부되
었다. 파인트리홈 보육원 앞마당에 시공된 설치물 완성 후 프로
그램에 참여한 인하대 건축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은 캐나다
우드에서 발행한 수료증을 전달받았으며, 수료식 후 설치물 앞
에서 파인트리홈 보육원(김주리 원장)에 명판을 전달하는 기증식도
진행하였다. Canada - Korea Wood Festival 2015 프로그램을
통해 인하대 학생들은 직접 디자인하고 실물제작을 하여 보육원
에 기증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BC주 Christy Clark 수상의 BC-KOREA FTA Forum 기조연설

BC주 산림토지천연자원부 Steve Thomson 장관의 산림분야포럼 기조연설

기증식에서 현판을 전달하는 인하대 박진호 교수 (왼쪽)와
파인트리홈의 김주리 원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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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트리홈 보육원생과 인하대 건축학과 학생들의 기념사진

7월 15일 - 30일
캐나다 수퍼 - E 기술 연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캐나다의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UFV),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8월 - 11월 활동 계획

수퍼 -E 사무국과 공동으로 목조주택에 최적화된 캐나다의 저에너지
기술표준인 수퍼 -E에 대한 강의와 실습, 그리고 현장 견학으로
구성된 2주간의 수퍼 -E 기술연수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에서 진행하였다. 캐나다의 수퍼 -E는 House as a System 개념을
괘적성, 합리적 시공비, 건물의 내구성과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9월 3일 - 6일

고려하고 구현하는 저층 목조 주택으로 연수 참가자들은 수퍼 -E의

2015 부산경향하우징페어 참가

바탕으로 고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건강, 실내의 공기질,

이론교육과 실습 후 기밀성테스트 등을 경험하고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와 수퍼 -E의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15
부산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발행한 목조건축
기술서적을 무료 배포하고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홍보하며, 페어 기간 중에 일반인과 예비건축주를
대상으로‘건축가 3인 토크쇼’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4일
부산 목조건축 설계 - 구조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산건축사회, 부산
건축가회와 공동으로 부산 및 경남지역의 건축사 및 전문가를 대상
으로 캐나다우드에서 개발한 목조건축 표준 상세 CAD파일 CD
를 활용한 목조건축 설계이론과 목조건축 구조이론을 소개하는
목조건축 설계 - 구조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 참가자에게는
목조건축 표준상세 CAD파일 CD 및 캐나다우드 기술 책자 등을
배포하여 목조건축 설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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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10월 20일 - 23일

건축가 3인 토크쇼 개최

2015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2015 부산경향하우징페어 기간 중 부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주최로 COEX에서

과 경남지역 등 남부지역 일반인과 예비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가

열리는‘2015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가하여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3인 토크쇼를 벡스코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토크쇼는 건축가 3인

부스를 방문하는 건축사 및 건축관련 전문가에게 목조건축에 대한

이 각각의 목조주택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고 프로젝트 발표가

기술 정보와 캐나다산 구조재를 소개하고 다양한 기술자료를 전달

끝난 후 3인이 함께 질문에 답하고 서로 토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중 코엑스에서 대한건축사

진행되어 그 동안 세미나를 통해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했던 기존

협회에서 주최하는 건축사 실무교육과 목조건축 설계-구조 워크샵

세미나와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도 개최하여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제작한‘목조건축 표준
상세 CAD파일 CD’도 참가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10월 7일
캐나다우드 기술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공동으로 지난 2011년 경남
진주에 캐나다 표준에 의해 가압 방부 처리된 캐나다산 목재의

Did you know
14층 / 52.8 미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주거용 목조 건물“Treet”의 높이

국내 환경에서의 방부 및 방청 품질시험을 위해 야외 시험장을
개설하였고, 계속 관리와 모니터링을 해 왔으며, 또한 매년 캐나다
방부목재 전문가가 시험장을 방문해 시험체를 검사하여 왔다.
2015년 방부목재의 장기성능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점인 만 5년
을 맞아 국내의 방부목 분야의 산·학·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그 동안 축적된 야외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워크샵을 개최한다.

10월 17일
우드유니버시티 WDO과정 14기 개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후원하는 목조건축 전문가양성 교육기관
우드유니버시티의 WDO(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 및 Software
실무과정) - 14기가 양재동 교육장에서 10월 17일 개강한다.
우드유니버시티의 WDO과정은 목조건축 구조설계 전문 과정으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목조건축 구조를 검토 및 설계

노르웨이의 베르겐시에서 현재 공사 중으로

할 수 있는 Software‘WoodWorks Design Office’교육용 버전을

2015년 가을 입주 예정이며“Treet”는 나무(Tree)를

무료로 제공받아 프로그램 사용법과 실습을 통해 목조건축 구조

지칭하는 노르웨이 단어이다.

설계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드유니버시티 홈페이지 참조 (www.wooduniversity.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구 매헌로 54-1, 3층
T: 02 - 3445 - 3835 F: 02 - 3445 - 3832

www.canadawoo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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