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ian Super E® Efficiency Standards in Wood Frame Residential Construction

2017 캐나다 수퍼-E® 기술 연수
기간: 2017. 7. 4 ~ 7. 14

장소: 캐나다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UFV) 칠리왁 캠퍼스

수퍼- E® 고에너지효율 목조주택의 설계와 시공 기술 집중 교육 연수생을

4 월 27 일(목)까지 모집합니다.

선착순 참가자 20 명에게

캐나다우드가 1 인당 $1,000*를 지원합니다.
여러분을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로 초대합니다.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UFV),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Canada Wood Korea), 그리고 캐나다 Super E 사무국(S uper E®
Office) /캐나다 에너지 효율 수출기업 연합 (Energy Efficient Exporters Alliance,
EEEA)이 함께 전문성과 경험, 우수한 시설을 집약하여 한국의 건설업계를 위한
캐나다 R-2000 및 수퍼-E® 표준에 따른 목조 주택의 설계와 시공 기술 집중 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캐나다의 R-2000 및 수퍼- E® 표준
캐나다의 R-2000 프로그램은 30 년이 넘는 연구와 개선을 통해 캐나다가 비용
효율적이며 고성능인 주거용 목조 주택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수퍼-E®는 해외 시장을 위한 R-2000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효율과

 UFV 와 수퍼-E®사무국의 전문
교수진에 의한 강의와 실습
 캐나다의 저에너지 기술표준 수퍼-

내구성이 우수하며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높은 품질의 목조

E® 의 기본과 빌딩 사이언스 개념의

주택이 시공될 수 있도록 캐나다와 외국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해와 실습

일본에 처음 소개된 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수천 동의

수퍼-E®

하우스가

건설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시스템으로서의 주택
(House-As-a-System)’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고에너지효율 집중 강의

연수 내용
본 연수 프로그램은 강의실에서의 수퍼-E®와 빌딩 사이언스에 대한 이론 교육과

 이론 강의를 바탕으로 한 요소

작업장에서의 실습과 성능시험 그리고 현장 견학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기술의 Mock-up 제작 실습

한국에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배운

수퍼-E®

기술표준에 따른 저에너지 요소와 디테일의

Mock-up 을 최신의 기술과 제품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고 테스트를 통해 그 성능을

 제작한 Mock-up 의 성능 시험
 저에너지 주택 현장 방문

검증하게 되며,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그리고 복합용도 건물 등의 다양한 건물의

 강의 교재와 기술 참조 서적 제공

현장 방문을 통해 에너지 성능의 개선을 위한 설계와 기술을 견학하게 됩니다.

 환영식과 수료증 수여 행사

또한 참가자들은 저층 목조주택에 최적화된 에너지 분석 소프트웨어 HOT 2000 에

 수퍼-E® 테스트 및 정식

대한 소개와 한국의 33 개 도시의 기후 데이터를 제공받게 되며, 한국에서 개최되는

증명서발급 (선택사항)

HOT2000 워크샵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우선 자격을 드립니다.

About the Instructors

교수진
수퍼-E® 이론 교육은 첨단 목조주택의 원리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캐나다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이,
그리고 실습 교육은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응용기술대학 교수진이 담당합니다.

올리버 드레럽 (Oliver Drerup) – 올리버 드레럽은 캐나다 R-2000 및 수퍼-E®의 신설에 처음부터
참여했습니다. 인증된 R-2000 주택 빌더로 캐나다주택건설협회 기술 코디네이터를 역임하였고, 최근까지
캐나다 주택청의 국제훈련팀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드레럽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에서 기술 및 사업
교육, 목조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캐나다 주택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켄 클라센 (Ken Klassen) – 켄 클라센은 북미, 유럽,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공학기술자입니다. 캐나다 최대 규모의 프리펩 목조주택 업체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주택과 건물 및 지역 사회의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을 증진하고, 더 건강하고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수퍼-E® 경골목구조 공법과 신기술 및 설계 방법 전파에 힘쓰는 캐나다 유수의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테드 젝 (Ted Zak) – 테드 젝은 UFV 응용기술대학의 카펜트리 학부의 4년 차 도제 프로그램 교수로서,
UFV와 건설산업훈련청을 위해 진행한 교육 시간이 8,000 시간을 넘으며, 학생들의 국가 공인 카펜트리
자격인 레드 씰 시험의 합격률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젝은 18년간 건설업체 경영을 포함하는 25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건설의 모든 방면에 걸친 경험을 쌓았으며, 실습장에서의 교육과 현장 견학을
담당합니다.

Who Should Attend / Facilities

참가 대상 / 시설

Who Should Attend / Facilities

참가 대상 / 시설
참가 대상
수퍼-E® 기술 연수는 캐나다의 첨단 고에너지효율 경골목구조 주거용 건물의 설계와 시공에 관심이 있는 모든
건설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와 엔지니어, 설비 기계 등 분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개발자
 교육자 및 학생
 건설 분야 연구자
 건축 자재 공급 및 유통 분야 종사자

훈련 시설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직업기술센터(Trade and Technology Centre, TTC)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칠리왁(Chilliwack)의 캐나다 교육 파크(Canada Education Park)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베더강과 인접하고
숙소인 PRTC 로부터 한 블록 거리이며 894.3m2 의 실내

실습장과 670.7m2 의 지붕으로 덮힌 실외 작업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공과 목수 교육이 이들 작업장에서 진행되며 공구실은 모든 직업 교육 작업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현장 견학은 칠리왁과 에보츠포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장비
UFV 에서 안전모, 보안경, 연장 벨트를 제공하며 안전화는
캐나다우드에서 제공합니다.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의 착용을 포함하는
실습장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UFV 는 실습장 안전 규정에
대한 소개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Program Details & Schedule

연수 프로그램 및 일정
연수기간

2017. 7. 4(화) – 7. 14(금) (캐나다 현지시간) / 11 일 (10 박)

연수인원

최소 20 명 /최대 26 명 (최소인원 20 명 모집이 안될 경우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음)

연수장소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직업기술센터 - TTC (5579 Tyson Rd, Chilliwack, BC, Canada)

연수비용

① 교육비 : 캐나다 달러 $2,450 : 선착순 참가자 20 명 (캐나다우드 지원 $1,000)
캐나다 달러 $3,450 : 나머지 참가자
② 항공료 : 개인 구입 (항공편 및 예약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로 문의)
③ 숙박(식비 포함): 호텔 또는 기숙사 결정. 비용은 숙소페이지 참조
④ 기타 개인 비용은 개별 부담

입금안내

1 차 2017. 4. 27(목)까지 : 교육비 중 200 만원 입금
2 차 2017. 5. 31(수)까지 : 교육비 잔금과 숙박비 등 환율적용 후 개별 공지금액 입금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0-146118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일정
사전 국내 교육: 2017 년 6 월 30 일 (금) 09:00 - 12:00, 교육담당: 캐나다 수퍼-E 사무국, 캐나다우드

1 주차



캐나다 목조주택 기술 발전사



캐나다 Super E® 소개
07.04

07.05

07.06

07.07

07.08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Super E® 하우스에

오전

밴쿠버 공항 도착

환영

최적화된 외피:

Super E® 하우스에

*

기초와 바닥

최적화된 외피:

빌딩 사이언스 개론

*

외벽

자유시간

기밀성 시험 입문
빌딩 사이언스 개론

오후

빌딩 사이언스 센터

*

방문

실습장

실습/현장방문

실습

자유시간

오리엔테이션

2 주차

07.09

07.10

07.11

07.12

07.13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Super E®

Super E® 하우스에

오전

최적화된 외피:
밴쿠버

천장과 지붕

관광

오후

테스트(선택사항)

환기장치

*

제작한 Mock-up 의

현장 견학:
Super

실습

열회수

E®

성능시험

하우스
실습:
환기

*

수료식
*

저녁만찬

* 2017. 7. 14(금)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 → 7. 15(토) 인천공항 도착

Accommodation

숙소
Pacific Region Training Centre (PRTC)
숙소인 PRTC 는 교육장인 프레이저 밸리 대학교 직업기술센터 (TTC)에서 한 블록, 각종 편의 시설이 위치한
개리슨 빌리지에서 두 블록, 베더강에서 1Km, 여름철 관광지인 컬터스 호수에서 5 Km 거리에 위치하고

숙소

있습니다.
참가자는 PRTC 의 호텔과 기숙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2 ~ 6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가 별도의 실을 배정받게 됩니다. 호텔과 기숙사 모두 하루 3 식을 PRTC 의 트리볼리 다이닝
룸에서 부페로 제공합니다.
PRTC 에는 세탁실과 운동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자니 맥 라운지에서는 음료를 할인 가격으로
구입해 드실 수 있습니다. 숙소에 대해 www.prtc-chilliwack.com 를 참조 하십시오.
아래 호텔과 기숙사 숙박비는 10 박 기준이며, 식비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TC 호텔 :

1 퀸 사이즈 침대 /실

$ 1,386.00 (1 인 기준, 2 인일 경우 별도 문의)

에어콘, Wi-Fi, 메이드 서비스
PRTC 기숙사*:

6 인실

$ 695.00 /1 인

5 인실

$ 725.00 /1 인

4 인실

$ 756.00 /1 인

3 인실

$ 820.00 /1 인

2 인실

$ 945.00 /1 인

기숙사의 각 실에는 선풍기와 공용 화장실 (세면기 3, 변기 3, 샤워 부스 2)이 갖추어져 있으며, 공용 시설에는
냉장고, TV, 소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Wi-Fi 는 건물의 메인 로비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와
수건 교체, 청소는 1 주일 마다 제공되며, 추가 비용으로 침구와 수건을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 기숙사의 1 인 당 1 박 숙박료는 모든 신청자의 등록이 완료되고 임의로 방 배정이 결정된 후 산정됩니다.

기숙사

기숙사 공동 시설

기숙사 공동 시설

Questions and Answers
Q1 – 언어는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영어를 해야 합니까?

A1 – 영어 말하기와 읽기 능력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교실 수업이나 실습과 현장 방문이 영어로 진행되긴
하지만,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파견된 직원이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도 한영 2 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Q2 – 연수에는 몇 명이 참가합니까?

A3 – 교육의 품질을 고려해 참가자는 최소 20 명 ~ 26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2017 년 4 월 6 일까지
사전 등록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 UFV 가 임의로 교육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3 – 왕복항공권은 어떻게 구입해야 합니까?

A4 –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 문의하시면 항공편 안내와 구입방법을 알려 드리며, 안내 후 각자 개인별로
구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루라도 빨리 구입할수록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Q4 – 해외 여행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까?

A5 – 별도 가입이 필요없습니다. 교육비에는 $3,000,000 캐나다 달러가 한도인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기왕증(지병)이나 번지 점프, 스카이 다이빙 등의 극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www.guard.me 참조
Q5 – 캐나다 여행을 위해 알아야 할 다른 정보는?

A6 – 캐나다 우드 한국사무소가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캐나다 여행과 체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교통, 이동 전화, 여가 활동, 전압, 캐나다 문화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Q6 – 교육비 환불 규정

A7 – 연수 시작 2 주전까지 참가자의 취소로 인한 환불의 경우 $500 달러의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프레이저 대학교로부터 환불 받게 됩니다. 시작일로부터 2 주 이내 취소의 경우에는 교육비의
50%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또는 친족의 사망, 참가자의 질병 또는 부상과 같은
경우에는 프레이저 대학교가 인정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비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로 인해 훈련이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20 명)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 기간 중 취소를 할 경우에는 프레이져 밸리 대학교의 평가에 따라 환불액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