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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introduction to CMHC
CMHC의 간략한 소개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
캐나다 연방정부 주택청

 CMHC is Canada‟s national housing agency
CMHC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거관련 주무관청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
캐나다 연방정부 주택청

 CMHC is a leader in building research and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CMHC는 건축관련 연구 및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분야의
선도자

• Research highlights, reports and other publications are 

available from „Canadian Housing Information Centre‟
‘캐나다 주거 정보센터’에서 중요한 연구내용, 보고서 및 그 밖의

간행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www.cmhc-schl.gc.ca/en/corp/li/horetore/index.cfm



CMHC International
캐나다 주택청 국제부

 Division of CMHC that shares Canada‟s design and 

construction expertise with the world 
CMHC의 한 부서이며, 디자인과 건설에 관한 캐나다의 전문지식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있다. 



CMHC International
캐나다 주택청 국제부

 Encourages partnerships between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 Canada and Korea 
캐나다와 한국의 기업 및 조직체들간의 상호제휴를 권장한다. 



My background
본인의 경력

 Member of CMHC‟s International Training Team
CMHC ‘국제 교육 팀’ 의 멤버

• My areas of specialty are green buildings,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and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전문분야는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효율, 신재생 에너지 및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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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earn more about CMHC

Web site
www.cmhc.ca/international

E-mail
gwebb@cmhc-schl.gc.ca

CMHC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Audience survey
여러분에 대한 설문조사



Question #1:

What is your background?
여러분의 전문분야는?

 Architect, engineer, urban planner
건축가, 엔지니어, 도시 계획자

 Builder or developer  건축 시공자 혹은 부동산개발자

 Building product manufacturer or distributor
건설자재의 제조자 혹은 판매자

 Government official 정부관리

 Researcher, educator or student
연구원, 교육자 혹은 학생



Question #2:

How many green building or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projects have you been involved with? 
여러분께서는 친환경 건축 혹은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프로젝트에 몇 번 참여하셨나요 ?

 Several projects
4 ~ 6  프로젝트

 A few projects
1 ~ 3 프로젝트

 No projects yet
아직 없음



Question #3:

Have you used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나요?

 Yes 네  No 아니오



What is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Defining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의 정의

 No common definition yet for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아직 없음

• Relatively new and still evolving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고 아직 진화 중

• Many variations on how it is being implemented
사용조건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변환

• Also called „integrated design process‟ (IDP), „integrative design‟ 

and „integrated project delivery‟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 (IDP), ‘통합 디자인’ 혹은 ‘통합 프로젝트 교부’ 라고도
부른다. 



Simple definition
약식 정의

 “Integrated design is a new, more multi-disciplinary and 

collaborative approach to design intended to achieve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at a reasonable cost.” 
‘통합 디자인’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의 친환경적 성능을 성취하려는
디자인 목표에 더 많은 전문분야가 참여하고,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1.  Entire Community
커뮤니티 전체

Scale of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의 규모

 Can be applied at three different scales:
세가지 다른 규모에 적용 가능

2. Specific Development
특정 개발

3. Individual Building
개별 건물



Types of projects
프로젝트의 유형

 Integrated design most frequently used for 

new developments and buildings
통합 디자인은 새로 건설하는 개발 계획과 건물에 가장 자주
사용된다. 

• Similar principles can also be used in rejuvenation 

of existing neighbourhoods and buildings
비슷한 원리들이 기존 주택지구와 건물의 활성화에 적용될 수도
있다. 



Types of projects
프로젝트의 유형

 Integrated design can be applied to wide range of projects
통합디자인은 광범위한 프로젝트들에 적용할 수 있다. 

• Residential, commercial and mixed use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주상 복합용

• Institutional
공공용

• Industrial (least common)
산업용 (가장 흔치 않음)



How Integrated Design Differs
통합 디자인은 어떻게 다른가



How integrated design differs
통합 디자인은 어떻게 다른가

Integrated Design Process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

Conventional Design Process
재래식 디자인 프로세스

Stakeholders and project team members 

involved from earliest stage of project

이해 당사자와 프로젝트 팀의 멤버들이 프로젝트의
최초 단계부터 간여한다.

Less inclusive; stakeholders and other project

team members only involved when essential

덜 총괄적이다; 이해 당사자와 그 밖의 프로젝트 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간여한다. 





How integrated design differs
통합 디자인은 어떻게 다른가

Integrated Design Process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

Conventional Design Process
재래식 디자인 프로세스

Additional time and effort invested upfront in 

goal-setting, information sharing and 

deciding which design options to explore

목표설정, 정보교환 그리고 탐구해야 할 디자인
선택사항을 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선행 투자한다. 

Less time and collaboration in early stages

초기 단계들에 시간과 협력을 덜 투자한다.





How integrated design differs
통합 디자인은 어떻게 다른가

Integrated Design Process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

Conventional Design Process
재래식 디자인 프로세스

Decisions are influenced by input

from entire project team

프로젝트 팀 전체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Decisions are made by fewer people 

더 적은 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Example of an integrated design charrette
통합 디자인 셔렛의 예



How integrated design differs
통합 디자인은 어떻게 다른가

Integrated Design Process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

Conventional Design Process
재래식 디자인 프로세스

Iterative process, whole-systems thinking

반복되는 프로세스, 시스템 전체에 대한 사고

Linear process, systems and issues

often considered in isolation

흔히 고립된 상태에서 다루어지는 하향식인 처리과정, 

시스템 및 이슈들



Conventional design process (linear)
재래식 디자인 프로세스 (순차적)

기본사항 디자인 건설



Integrated design process (iterative)
통합디자인 프로세스 (반복적)

Examine 
program; 

establish perf. 
targets & 
strategies

Assemble the 
Design Team

Hold a Design 
Workshop

Consider site 
development 

issues

Develop 
concept 
design

Select 
building 
structure

Develop 
building 

envelope 
design

Develop 
preliminary 
l ighting and 

power design

Develop 
preliminary 
venti lation, 
heating & 

cooling sys.

Complete 
design and 

contract 
documents

Select 
materials

Develop QA 
strategies for 
construction

Develop QA 
strategies for 

operation

Monitor actual 
performance

Performance targets for:

Resource Consumption
Environmental Loadings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Quality of Service
Economics

Social aspects
Building management

IDP

For next time



How integrated design differs
통합 디자인은 어떻게 다른가

Integrated Design Process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

Conventional Design Process
재래식 디자인 프로세스

Extensive effort to optimize

energ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건축법의 에너지와 친환경에 관한 규정을 능가하면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갖도록 하는

광범위한 노력

Often use „rules-of-thumb‟ and don‟t go much 

beyond minimum requirements set by

local authorities

흔히 과거경험에 근거한 주먹구구식으로 하며, 건축법에
정해진 최소규정을 크게 넘지 못한다. 



How integrated design differs
통합 디자인은 어떻게 다른가

Integrated Design Process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

Conventional Design Process
재래식 디자인 프로세스

Major decisions based on life-cycle costing

주요 결정들이 내구연한 전체비용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Emphasis on up-front construction costs

선투자 건설비용에 중점을 둔다.



Why use integrated design?
왜 통합 디자인을 사용하나?



Need to address limits of conventional design 
재래식 디자인의 한계를 다룰 필요성

 Conventional design process is not well-suited to 

achieve buildings and communities with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재래식 디자인 프로세스는 고도의 친환경적 성능을 가진 건물이나
커뮤니티를 건설하는데 적절치 않다.

• Many leading design firms in Canada and U.S. now insist on 

using integrated design 
캐나다와 미국의 많은 저명한 설계 사무소들은 이제 통합 디자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Benefits of integrated design are being recognized in green 

building rating systems (e.g. proposed revision to LEED)
통합 디자인의 이득이 친환경 등급 시스템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예; LEED에 개정을 건의)



Government mandates and incentives
정부가 부여한 의무와 인센티브

 Integrated design can help respond to 

Korean government‟s objective for

„low carbon, green growth‟
통합 디자인은 한국 정부의 저 탄소 -녹색 성장 목표에
부합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 Makes it easier to cost-effectively meet new

government regulations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충족할 수
있다. 

• Also enables you to maximize incentives

for voluntary efforts
또한 여러분이 자발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극대화 할 수
있다. 



Competitive advantage
경쟁력의 우위

 Integrated design can position your organization 

to take advantage of strong growth in the

green building market 
통합 디자인은 여러분의 단체나 조직이 친환경 건축시장에서
튼튼하게 성장하는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다.

 Future demand for green development 

projected to be much stronger than overall 

market
친환경 개발에 대한 미래의 수요가 전반적인 시장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된다. 



2010

2020

*Sourc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Programs Market Analysis and Forecast,

Pike Research, Published Second Quarter 2010

Projected Increase in Demand for

Certified Green Building Space in Korea* 
친환경 인증 건물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

8,600,000 m2

22,400,000 m2



Early input from contractors
시공자들의 조기참여

 Integrated design process allows contractors to 

contribute their expertise early in the design process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자인의 초기과정에서 시공자들의 전문지식
제공을 허용한다. 

• Early input of contractor expertise an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esign increases likelihood that goals for cost, quality 

and performance will be achieved
시공자들이 전문지식을 조기에 제공하고, 디자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비용, 

품질 및 성능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Innovation
혁신

 Integrated design supports innovation 

통합 디자인은 혁신을 지원한다. 

• Building industry tends to be slow to adopt new techniques
건설 산업계는 새로운 기술을 느리게 받아드리는 경향이 있다.



Risk and liability
위험요소 및 법적 책임

 Integrated design reduces risk through:
통합 디자인은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데, 

- better communications between project team members; and
프로젝트 팀의 멤버들이 서로 더 잘 소통하고,

- more thorough analysis of design options
디자인 방안들을 더 철저하게 분석하기 때문이다.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

 Projects using integrated design achieve higher, 

more cost-effective reductions in energy demand 

and carbon emissions
통합 디자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은 에너지 수요와 탄소 배출을
더 높은 비용효율로 감축할 수 있다.

• Reductions of 60% or more are common
60% 혹은 그 이상의 감축은 흔한 일.



Optimizing energy supply and demand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최적화

 Integrated design seeks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통합 디자인은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한다.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

Renewable Energy
신재생 에너지



RETScreen decision-making software
RETScreen 의사결정 소프트웨어

 Significantly reduces time and 

cost to assess and compare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options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대안들을
평가하고,비교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감축한다. 

• Available at no charge in Korean at: 
www.retscreen.net/ko/home.php
위의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된 내용을 무료로
볼 수 있다.



Water conservation
물 절약

 Integrated design is also an excellent method to 

explore options to significantly reduce water use 
통합 디자인은 물의 사용을 크게 감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는 데
매우 좋다.

• Need to use water wisely is more acute in Korea than 

in most other countries
한국은 물 절약의 필요성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 보다 더 높다.



Per Capita Renewable Water Resources in G20 Countries 
G20 국가들의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



Making integrated design work
통합 디자인의 활용



Key integrated design strategies
통합 디자인의 주요 전략

 Many variations of how to practice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 활용의 다양함

 Consensus is emerging about several key principles 

and steps that projects should follow
몇 가지 핵심 원리들과 프로젝트들이 밟아야 할 단계들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



Assemble the right project team
프로젝트 팀의 올바른 구성

 Most important integrated design principle is to

assemble an inclusive and collaborative team
통합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팀을 폭넓고, 협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 Ensure that a broad range of expertise and stakeholder 

perspectives are represented 
폭넓은 전문지식과 이해 당사자의 관점을 반드시 제출케 한다.

• Engage an experienced facilitator to guide the process
경험 많은 협력자가 과정을 이끌게 한다. 

• Designate at least one person from core project team to

act as a „champion‟ for sustainability
핵심 프로젝트 팀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에게 계속 진행할 수 있게
주도권을 준다.



Assemble the right project team
프로젝트 팀의 올바른 구성

 Core project team
핵심 프로젝트 팀

• Members must be willing and able to work in collaboration 
구성원들은 반드시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Depending on expertise of core team, additional specialists 

may be required for duration of the project or a few workshops
(e.g. energy simulation specialist, green design specialist,

cost consultant with experience in life-cycle costing)   
핵심 팀의 전문지식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추가된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의 기간
동안 혹은 몇몇 워크샵에 참여하게 된다. 

(예; 에너지 시뮬레이션 전문가, 친환경 디자인 전문가, 내구연한 비용산출에 경험이 있는
비용 컨설턴트)



Conventional design team
재래식 디자인 팀



Integrated design team
통합 디자인 팀



Develop a clear vision and goals
명확한 비전과 목표들의 개발

 A clear, well-articulated visions and measurable goals 

are essential to guide the process
분명하고, 잘 설명된 비전과 식별 가능한 목표들은 과정을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이다.

• Invest time at  very beginning of project in a visioning „charrette‟ 
프로젝트의 매우 초기단계에서 예지적 ‘셔렛’에 시간을 투자 한다.

• General discussion of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should be held prior to setting goals
목표 설정에 앞서, 환경적 난제 들과 성공 및 실패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토의를
해야만 한다. 

• Charrette should include sharing information about successes 

and failures from past projects
셔렛에서는 과거 프로젝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누어야만 한다.



Ensure open and effective communications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보장

 Open and effective communications are needed 

throughout process, both during and between meetings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회의 중에 그리고 회의와 회의 사이에, 전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다.

• Holding a series of „charrettes‟ with the complete project team is

a key characteristic of integrated design
완비된 프로젝트 팀과 일련의 ‘셔렛’을 개최하는 것은 통합 디자인의 핵심적 특성이다. 

• Major decisions should not be made without team input
프로젝트 팀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중요 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 Builds trust and gives team a sense of ownership over the process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팀이 참여의식을 갖게 된다.



Encourage synergies and innovation
시너지와 혁신에 대한 격려

 Strategies to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should be fully integrated, not just an add-on  
환경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들은 총체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덧붙이 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 Optimizing performance and minimizing costs work best 

when synergies are sought between systems
성능의 최적화와 비용의 최소화는 시스템들 간의 시너지를 추구할 때 잘
이루어 진다.

• Standard „rules-of-thumb‟ and underlying assumptions for the 

project should be challenged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주먹구구식 기준과 근원적인 추정에는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



Example of capital cost trade-offs
자본비의 균형에 관한 예

기계부문

건축부문

전기부문

골조부문

고성능
친환경 건물

재래식
건물



Incorporate feedback loops
피드백이 소통되는 회로를 개설

 Successful integrated design requires a commitment 

to continuous learning and improvement
통합 디자인이 성공하려면 지속적으로 배우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Integrated design is an iterative process that involves 

developing and testing several potential design solutions  
통합 디자인은 몇 가지의 가능성 있는 디자인 방안들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이 포함되는 하나의 반복적인 과정이다.

• Performance of the project should be monitored after it is 

completed so that any necessary adjustments can be made 

and lessons learned incorporated into future projects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프로젝트의 실적을 반드시 모니터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고, 얻은 교훈을 미래의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Schematic of integrated design process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의 도해



Barriers to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의 장애물

 Lack of experience
경험부족

• Although adopted by many leading design firms, use 

of integrated design is not yet widespread  
비록 많은 유력한 디자인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지만 통합 디자인이
아직 광범위하게 보급이 안 되었다.

• Only a few schools for design professionals include 

integrated design in their curriculum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소수의 학교들만이 통합 디자인을
교과과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Barriers to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의 장애물

 „Greenwashing‟
‘유사 친환경’

• „Greenwashing‟ is making false or exaggerated

claims related to the environment
‘유사 친환경’은 친환경에 관한 허위 혹은 과장된 주장을
한다.

• Some design firms claim they understand and 

practice integrated design but actually employ 

few, if any, of its key principles 
일부 디자인 업체들은 그들이 통합 디자인을 이해하며
실시한다고 주장하지만 , 그런다 해도 실제로는 핵심 원칙들
몇 가지만 채택하고 있다.



Barriers to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의 장애물

 Additional time
추가되는 시간

• Integrated design does result in a modest increase 

in amount of time needed to complete design  
통합 디자인은 디자인의 완성에 걸리는 시간을 약간 더 길게 한다. 

• This can create a challenge for projects that are 

under considerable time pressure 
추가되는 시간이 프로젝트에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Barriers to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의 장애물

 Limitations in standard contracts
표준계약의 한계

• Common standard format contracts do not recognize 

changes in scope of work, reporting, assignment

of risk, etc. that occur under integrated design   
일반적 표준계약 양식은 통합 디자인에서 발생하는 업무범위, 

보고체계, 위험부담 등에 대한 수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Barriers to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의 장애물

 Increased design fees
디자인 수수료의 증액

• Extra time for charrettes and additional specialists for 

more in-depth analysis of a wider range of design 

options requires higher fees for design    
셔렛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시간과 더 광범위한 디자인 방안들을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전문가들로 인해서
디자인 수수료가 더 증가한다.  



Barriers to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의 장애물

 Lack of incentive
인센티브의 결여

• Current fees structures for design professionals do not 

provide an incentive for integrated design
디자인 전문가들의 현행 수수료 체계에는 통합 디자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 Need to break link between capital cost and design fees
자본비와 디자인 수수료 사이의 연결고리를 단절할 필요가 있다. 



Example of innovative fee structure
획기적인 수수료 체계의 예

 Manitoba Hydro‟ s New Head Office 

매니토바 전기회사 - 신축본사

• Lump sum fee with $1-million CDN 

(1.13-billion Won) bonus for design 

team if building met targets for 

performance after occupancy  
건물에 입주한 뒤, 건물이 성능 목표를 충족하면
디자인 팀에게 11억3천만 원 (C$ 1,000,000.)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Manitoba Hydro’s New  Head Office
매니토바 전기회사 - 신축본사

 Results: Energy savings have exceeded projections
(66% actual vs. 60.3% projected)
결과: 계획보다 에너지 절약이 더 되었다
(계획은 60.3% : 실제는 66%)



Manitoba Hydro Head Office
매니토바 전기회사 - 신축본사

 Project has also received numerous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awards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로부터,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 

• For details about how this project used the integrated design 

process, see: 

www.manitobahydroplace.com/Integrated-Design-Process

위에 있는 웹사이트는 이 프로젝트에 통합 디자인을 어떻게 사용 하였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Barriers to integrated design
통합 디자인의 장애물

 Skeptical clients or lack of political will
회의적인 클라이언트들 혹은 정치적 의지력의 부족

• Not all clients can be convinced that integrated design 

is worth the extra time, money and effort  
통합 디자인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 , 금전 및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믿도록 할 수 는 없다.



Where to learn more
좀 더 배울 수 있는 곳



Recommended reading 
추천도서

 „CMHC Integrated Design Process Guide‟

www.cmhc-schl.gc.ca/en/inpr/bude/himu/coedar/

upload/Integrated_Design_GuideENG.pdf



Recommended reading 
추천도서

 „B.C. Roadmap for the Integrated Design Process‟

www.metrovancouver.org/buildsmart/design/Pages/

Integrateddesignprocess.aspx



Recommended reading 
추천도서

 „AIA Integrated Project Delivery: A Guide‟

www.aia.org/aiaucmp/groups/aia/documents/document/aiab085539.pdf



Recommended reading 
추천도서

 „CMHC Design Charrette Planning Guide‟

www03.cmhc-

schl.gc.ca/catalog/productDetail.cfm?cat=33&itm=16&lang=en&fr=1295747802729



Training for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 교육 프로그램

 CMHC shares their accumulated expertise through 

three workshops
CMHC는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전문지식을 3가지 워크샵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Workshop #1

Introduction to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 입문과정



Introduction to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 입문과정

 Half-day workshop introduces sustainable planning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반나절 과정인 이 워크샵에서는 지속가능 플래닝의 원리들과 최상의 실행
방법을 소개한다.

• Clarifies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ility issues and 

community planning
지속 가능함에 관한 이슈들과 커뮤니티 플래닝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 Introduces integrated design process and community 

engagement techniques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와 커뮤니티 참여기술을 소개한다.

• Uses case studies from Canada and elsewhere
캐나다 및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연구를 사용한다. 



Workshop #2

Essentials of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 필수과정



Essentials of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 필수과정

 Full-day workshop explores planning new communities 

and revitalizing existing ones in more depth 
하루 일정인 이 워크샵 에서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플래닝과 기존
커뮤니티들의 재활성화를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 Allows participants to develop a common understanding of core 

principles of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참가자들이 지속가능 커뮤니티의 핵심 원리들을 보편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 Provides details about how to apply integrated design process 

and effective community engagements techniques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커뮤니티 참여기술을
상세하게 다룬다.

• Enable participants to integrate sustainability in efforts to 

address their community‟s unique needs and situation 
참가자들이 그들 커뮤니티의 특수성과 현실에 맞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서 지속
가능함의 통합이 이루어 지게 한다. 



Workshop #3

Master Class in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 마스터 클래스



Master Class in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 마스터 클래스

 Three to five-day intensive and interactive workshop 

3 ~ 5일이 소요되는 집중적인 대화형식의 워크샵이다.

• Provide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topics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갖게 한다

• Empower participants to make sustainable planning decisions 

for themselves  
참가자들에게 지속가능 플래닝 문제 대한 결정권을 부여한다.

• Training is preceded by an assessment to determine client‟s 

needs and to enable content of training to be customized  
이 교육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과 교육내용을
맞춤형으로 하는 것에 대한 평가부터 한다.



Master Class in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 마스터 클래스

 „Master Class‟ includes topics from ‟Introduction‟ and 

„Essentials‟ workshops plus choices from these modules: 
‘마스터 클래스’의 과목에는 ‘입문과정’과 ‘필수과정’에서 다루는 과목들을
포함해서 아래의 과목들이 포함된다. 

1. Landscaping and preservation of natural features
자연환경의 조경과 보존

2. Water and storm water management 물과 빗물의 관리

3. Community energy planning 커뮤니티의 에너지 플래닝

4. Waste management 폐기물의 관리

5. Zoning standards and codes 구획 표준과 구획법

6. Measuring success 성공에 대한 평가

7. Economic benefits and costs 경제적 이득과 비용



Training for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 교육 프로그램

 Target audience 
교육 대상자

• Government officials and decision-makers
정부관료 및 정책 결정권자

• Builders and developers
시공자 및 개발자

• Design and planning professionals
디자인 전문가 및 플래닝 전문가



Training for Sustainable Community Planning
지속가능 커뮤니티 플래닝 - 교육 프로그램

 Training is complimented by other services by CMHC 
CMHC는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Post-training support for client planning efforts including charrettes
교육의 후속조치로서 셔렛과 같은 고객의 플래닝 노력들을 지원한다. 

• Connection to leading Canadian technologies, products and services
캐나다의 앞선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한다. 



Summary
요약

1. The conventional design process is not well-suited to 

producing sustainable buildings and communities.
재래방식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지속가능 건물과 커뮤니티 건설에
적합하지 않다. 



Summary
요약

2. The multi-disciplinary, more collaborative integrated 

design approach addresses many of the inherent 

limitations with the conventional design process.
여러 전문업종이 참여하며, 더 협력적인 통합 디자인 방식이 재래식
디자인 프로세스에 내재된 여러 가지의 한계를 보여준다.



Summary
요약

3. Accelerating the adoption of integrated design will 

enable Korea‟s building industry to better capitalize on 

the shift to green buildings and communities while also 

meeting Korea‟s ambition for „low carbon, green growth.

한국이 통합 디자인의 채택을 촉진하면, 건설업계가 정부의 의욕적인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충족시키면서도 친환경 건축과 친환경 커뮤니티로
사업을 전환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요약

4. Despite the many powerful advantages of integrated 

design, there are still significant barriers that must 

be overcome before it is more widely used.
통합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려면 아직도 극복해야할 거대한 장애물들이 있다. 



Ken Klassen
CMHC International Training Team

kenklassen@shaw.ca
Tel. +1.204.487.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