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일본

2019 캐나다우드 목구조 기술 미션
Canada Wood Mission for Advanced Wood Frame Construction Technology
공업화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대형목구조 및 내진설계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2019
캐나다우드 미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캐나다우드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임산업 협회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캐나다산 목재
제품을 대표하고 목조건축의 개척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목조건축에 관심
있는 학계, 건축설계 및 시공 관계자 여러분을 초대하여 캐나다 현지의 목조건축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미션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 캐나다우드 목구조 기술 미션은:
✓

캐나다 비씨주의 펜틱턴, 캘로나 등 오카나간 호수 일대와 밴쿠버, 휘슬러를 방문하여 Tall
Wood Mass Timber 주제로 국내에선 보기 드문 CLT (Cross Laminated Timber) 공장과
대형목구조 및 다양한 하이브리드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

또한 캐나다임산물연구소(FPInnovations)를 방문하여 캐나다 내진설계전문가의 강의와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연구결과를 경험하고 내진설계 강국인 일본 도쿄에서 Midply
Shearwall 기준 습득 및 Midply Shearwall 제작 공장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캐나다의 광활한 자연과 더불어 아름다운 건축물, 광대한 산림과 선진화된 목조건축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액티비티와 캐나다의 가장
큰 와인생산지인 오카나간 밸리의 와이너리 투어를 하며 다양한 음식, 문화, 레저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화되는 에너지관련 법규와 지난 경주와 포항 지진 후 강화된 내진설계에
해법을 찾아주고, 공업화 주택 및 대형목구조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2019 년 캐나다우드
미션에 참가하셔서 선진경험과 전문기술을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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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www.canadawood.or.kr)
➢ 협력기관: 캐나다임업심의회(COFI), 캐나다임산물연구소(FPInnovations),
캐나다우드 일본사무소(Canada Wood Japan), 미국공학목재협회(APA-EWS)

➢ 기간: 2019. 7. 3(수) ∼ 7. 14(일) (11 박 12 일)
➢

일정: 상세 일정 추후 안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한: 2019 3. 29 (선착순 마감)

➢ 참가 대상: 목구조 선진기술에 관심 있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설업 및 시공사 근무자,
목조건축설계 및 시공 전문가, 건축관련학과 대학교수 및 연구원

선착순 12 명

➢ 참가비: 개별문의
► 포

함 : 5 성급 호텔 숙박비 (2 인/1 실, 단체 석식(2 회)

► 불포함 : 단체석식 (2 회)을 제외한 저녁 식비 / 개인 비용 / 아웃도어 액티비티 비용
► 캐나다우드 제공: 점심 식비 / 현지 교통비 (버스 및 기사 대여) / 전문통역사비 /
전체 방문일정 기획 및 진행비
► 왕복항공료(개인 구입)는 참가비와 별도이며 항공일정은 캐나다우드로 문의바랍니다.
항공권 구입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빨리 신청하여 발권할수록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0-146118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여권 사본
➢ 접수처: moon@canadawood.or.kr / Fax: 02-3445-3832
➢ 담당 및 문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문재린 팀장 (Tel: 02-344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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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서 _ 여권 사본 첨부
이름 (국문)

성별

남

이름 (영문)*
신상명세

생년월일

신발사이즈**

휴대폰번호

연락처 (비상용)

이메일주소
직장명
직장명 (영문)
소속
직책

직책 (영문)

웹사이트

➢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0-146118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여권 사본
➢ 접수기한: 2019. 3. 29 / 선착순 마감이므로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moon@canadawood.or.kr / Fax: 02-3445-3832)
➢ 문

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문재린 팀장 (Tel: 02-3445-3835)

* 영문 이름은 대문자로 여권 상의 이름과 동일하게 표기해 주십시오.
** 신발 사이즈는 현장 견학을 위한 안전화 준비를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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