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퍼- E® 워크샵

"경골목구조 주택 성능의 최적화"
Optimizing the Performance of Wood Frame Housing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수퍼- E®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캐나다 에너지효율 수출기업
연합회(Energy Efficient Exporters’ Alliance, EEEA)는 신축 단독 및 저층 "경골목구조 주택
성능의 최적화"를 주제로 2015 년 11 월 4 일(수요일)과 5 일(목요일) 2 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수퍼- E®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이 번 워크샵은 캐나다 연방정부 천연자원부의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프로그램인 R-2000 와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적용된 수퍼- E® 프로그램을 통해 3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와
발전되어온 경골목구조 주택에 최적화된 에너지 고효율, 기밀, 내구성 그리고 건강한
실내환경의 구현을 위한 요소 기술전수와 디테일의 이해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워크샵은 경골목구조 주택의 최적화를 위한 설계 상세와 시공 기술에 관심이 있는 시공,
설계, 엔지니어링, 건축 자재 유통, 교육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캐나다 수퍼- E® 사무국 / EEEA
 일시: 2015년 11월 4 (수) ~ 5일 (목), 9:00 ~ 17:00
 장소: aT 센터 3층 세계로룸 – III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약도 및 찾아오시는길 → 클릭
주차비 할인 및 지원은 안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접수 마감: 10월 30일 (금) 까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수퍼- E® 워크샵

 참가비: 80,000원 (8 만원) - 참가비 환불은 행사 1일 전까지의 취소 신청 접수에 한함
 참가 신청 접수 방법:
1.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양식 작성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2.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참가비 (8만원) 입금

신한은행 140-010-146118 캐나다우드한국사무소
 배포 자료:

-

워크샵 발표 자료

-

목조건축 표준 상세 CAD파일 수록 CD

-

목재 트러스와 우드월 CD

-

기타 캐나다우드 발간 기술 문헌

 문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Tel: 02-3445-3835 / rsvp@canadawood.or.kr)
 일정 및 프로그램
제 1 일: 2015 년 11 월 4 일 (수요일)
시 간
9:00 – 9:20
9:20 – 9:30

발표 내용 및 발표자
참가자 등록 확인
개회사

정태욱 대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9:30 – 10:10

수퍼- E 프로그램과 기술 표준의 소개
®
An Introduction to Super E
®
켄 클라센, 수퍼- E 프로그램

10:10 - 11:00

누기의 원인과 기밀 시공 디테일
Avoiding Air Leakage Problems
켄 클라센, 수퍼- E® 프로그램

11:00 – 11:15

휴식 및 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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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12:30

수분침투의 최소화로 경골목구조 건물의 내구성 극대화
Maximizing Durability by Minimizing Water Penetration
켄 클라센, 수퍼- E® 프로그램

12:30 – 13:30

점심 식사 (개인 부담)

13:30 – 15:15

경골목구조 외벽: 다양한 벽체 옵션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terior Wood Frame Walls: A Critical Look at the Options
켄 클라센, 수퍼- E® 프로그램

15:15 – 15:30

휴식 및 다과
수퍼-E 하우스로 가기 위한 부분기술 적용 사례
®

15:30 – 16:15
16:15 – 17:00

김갑봉 대표, ㈜스튜가목조건축연구소
질의 문답 / 토론

제 2 일: 2015 년 11 월 5 일 (목요일)
시 간

발표 내용 및 발표자

9:00 – 09:20

참석자 확인

9:20 – 10:10

기밀 시공, 적정 환기
Build Tight, Ventilate Right
켄 클라센, 수퍼- E® 프로그램

10:10 – 11:00

다락의 기밀, 단열, 환기 그리고 경사 지붕
Sealing, Insulating and Venting Attics and Sloped Roofs
켄 클라센, 수퍼- E® 프로그램

11:00 – 11:15

휴식 및 다과

11:15 – 12:30

고성능 창호의 선정과 설치
Selecting and Installing High Performance Windows
켄 클라센, 수퍼- E® 프로그램

12:30 – 13:30

점심 식사 (개인 부담)

13:30 – 14:30

경골목구조 주택에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Integrating Renewable Energy Systems in Wood Frame Homes
켄 클라센, 수퍼- E® 프로그램

14:30 – 15:15

수퍼- E 회원 가입과 수퍼- E 하우스 인증 절차
®
Registering a Super E Home
®
켄 클라센, 수퍼- E 프로그램

15:15 – 15:30

휴식 및 다과

®

®

2015 캐나다 수퍼-E 기술연수 소개
®

15:30 – 16:15
16:15 – 17:00

강승희 소장, ㈜노바건축사사무소
질의 문답 /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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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약력
켄 클라센 (Ken Klassen) – 켄 클라센 기술사는 북미, 유럽, 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공학
기술사 (Certified Engineering Technologist)입니다. 켄 클라센 기술사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프리펩 목조주택 업체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을 증진하며 더 건강하고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주택과
건물을 가능케 하는 경골목구조, R-2000 / 수퍼-E® 기술표준,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접근 방식의 보급과 수용을 위해 노력하는 캐나다 유수의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김갑봉 – 김갑봉 대표는 건축설계 및 목구조 이론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목구조 시공을 연구함과 동시에 건축가의 디자인 컨셉을
목구조 디테일로 정리하여 시공하는 (주)스튜가목구조연구소의 대표입니다.
1988 년부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1995 년부터 현재까지
목구조건축 설계자문 및 목구조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기술연수프로그램과 현장답사를 통해서 습득한 경골목구조기술 및 수퍼- E

®

하우스의 부분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고 있고 현재 (사)한국목조건축협회
기술위원장이며 한국건축가연합이 선정한 건축명장, 독일 패시브하우스
디자이너입니다.

강승희

–

강승희

소장은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주)노바건축사사무소 대표이며 서울시
공공건축가, (사)한국목조건축협회 건축가위원회 건축위원장,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대상, 제주건축문화대상 본상, 경기도건축문화상
본상 등 목조건축으로 다수의 수상을 하였으며,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따뜻함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구축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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