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건축사 제도
정보신청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Ⅰ. 영국의건축사제도개관
영국의 건축사 제도는‘1997년 건축사법’(Architects
Act 1997)을 기본으로‘1997년 건축사법 명령’(The
Architects Act 1997 <Commencement> Order 1997),
‘2002년 건축사 자격 명령’(The Architects' Quali fi-

야 할 교육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1997년 건축사
법에 따른 건축사의 등록과 징계, 그리고‘왕립 영국
건축사 협회’(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이하 RIB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교육 등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cations <EC Recognition> Order 2002),‘2004년 수
정명령’(The Architects <Professional Conduct

Ⅱ. 영국의건축사교육과자격취득

Committee> Amendment Order 2004) 등에 의해 법
제화되어 있다. 이 법들은 건축사 등록, 관리, 징계

영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고, 이를 위해‘건축사 등

의 교육기간과 2년의 실무경험 등 총 7년의 기간이

록 협회’(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이하 ARB)

소요된다. 먼저,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ARB1)와 RIBA2)가 인증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

아래에서는 영국의 건축사 자격 취득을 위해 거쳐

다.3) 이것은 다시 2단계로 나뉘는데, Part 1은 학부과

1) http://www.arb.org.uk
2) http://www.riba.org 참조. RIBA는 영국의 건축사 협회로서, 현재 30,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네트워크 관리, 보
수교육, 관련 연구, 자료수집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의장은 Jack Pringle이며, 런던에 위치하고 있는 본부에는 1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2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3) RIBA와 ARB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presidentsmedals.com/docs/59.pdf;
http://www.arb.org.uk/about/general-rules.shtml; 영국 밖에도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이 있으며, 한국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인증 후보로 올라왔다. 한편 RIBA에서는 1987년부터 건축과에서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 (Oxford
Brookes University)의 건축학과에 RIBA Examination in Architecture for Office-based Candidates라는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
서도 Part 1과 Part 2를 이수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http://www.brookes.ac.uk/schools/be/architecture/ribaob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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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서 총 3년이 소요되고, Part 2는 대학원과정으

membership)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회

4)

로서 총 2년이 소요된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에

원의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지정된 12개 국가8)의 건

서의 2년 동안의 전문 실무 경험(professional expe-

축사 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5)

rience)이 필요하다. 실무 경험은 유럽경제지역

part 1·2를 통과하고 part 3을 위한 직업경력을 쌓

(European Economy Area, 이하 EAA)에 등록된 건

고 있는 사람은 대학원생 회원(graduate member-

축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ship), part 1·2나 CAA(Commonwealth Association

중 12개월은 반드시 영국에 등록된 건축사의 감독

of Architects)9)의 관련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은 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 경험 2년 중 1년은 반

생 회원(student membership)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드시 part 2의 교육을 받은 후에 수행되어야 한다. 보

한 RIBA의 part 1나 part 2를 합격한 사람, 건축산업

통, part 1을 마치고 1년, part 2를 마치고 1년의 실무

위원회(Construction Industry Council) 회원기관의

경력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이 끝난 후,

구성원, 건축학교의 교수나 그밖에 전문가들은 제휴

6)

최종 관문인 part 3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영국

회원(affiliate membership)으로 가입할 수 있다.

ARB에 등록하면 비로소 영국에서‘건축사’(architects)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건축사는 RIBA에 가입할

Ⅲ. 건축사의등록

수 있다. ARB는 건축사 등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률에 의한 설립된 국가의 공식 기구이지만, RIBA

1. 건축사 등록 협회(ARB)

는 말 그대로 건축사들의 협회이다. RIBA의 정회원

영국에서는 일정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건축사를

은 국내 정회원과 해외 정회원으로 나뉜다. 국내 정

등록시키고, 등록된 건축사에게만‘건축사’라는 명

회원(charted membership)에 가입하려면 part 1·

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2·3를 통과하거나 유럽 지침에 따른 자격을 획득하

건축사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고, ARB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외에 거주중인 사

도, 그가 일정한 건축교육을 받았으며, 건축사로서

람들의 경우에는 해외 정회원(charted international

의 전문직업적 행동과 실무 규정을 준수 하고 있다

7)

4) 개설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학교마다 다르다. part 1은 보통 BA(Hons) in Architecture 또는 BSc(Hons) in Architectural Studies 등의
이름으로, part 2는 Graduate Diploma in Architecture 또는 BArch(Hons)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다.
5) 자세한 요건은 ARB의 Genernal Rules 13조에 나와 있다. http://www.arb.org.uk/about/general-rules.shtml 참조.
6) Part 3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part 3가 설치된 인증 학교에 지원하여, 약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통 대학에
Examination in Professional Practice 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다.
7) 이하는 http://www.riba.org/go/RIBA/Member/Joining_24.html 참조.
8) 현재, 미국(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를 비롯하여, 네덜란드, 독일, 홍콩, 일본,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아일랜
드, 남아프리카, 싱가폴 등의 건축사협회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
9) 1965년에 설립된 조직으로서 영연방국 또는 전 영연방국의 38개 기관을 포괄한다. RIBA도 여기의 회원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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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명부의 최신판을 매년 발간하고, 이것을 필요로 하

건축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1997년 건축사법

는 사람에게 협회가 결정한 적당한 비용을 받고 제

(Architects Act 1997)에 정해져 있다. 이 법에 따라

공해야 한다(제 3 조 제 4 항). 또한 건축사 명부, 그리

건축사 등록을 총괄하는 기구인 ARB가 설치되었다.

고 등록 여부와 등록 날짜와 기간을 표기하여 등록

(1조) ARB는 7명의 선출직 위원들과 8명의 임명직

관리인이 서명한 증명서(certificate)는 증거(evi-

위원들로 구성되고, 위원들 중에서 스스로 의장

dence)로 쓰인다(제 3 조 제 5 항, 제 6 항).

(chairman)을 선출한다(건축사법 부속서 1, part I) .
ARB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촉진하기 위해 규

3. 건축사 등록 자격

칙(rules)을 정할 수 있으며(제23조), 필요에 따라 산

건축사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은 두 유형으로 나

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건축사법 부속서 1, part

뉜다. a)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정해진 실무 경력

III). 현재 ARB가 제정한 규칙에는 ARB 일반 규칙

이 있는 사람이나, b) ARB가 그와 동등한 능력10)을

(General Rules), 조사 규칙(Investigation Rules)과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이 건축사 등록을 신청할 자격

PCC 규칙(Professional Conduct Committee Rules)

이 있다(제 4 조 제 1 항). 단, b)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이 있고, ARB 산하 위원회로는 재정위원회

사람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축 시험에 통과할 것을

(Finance and Establishment Committee), 조사위원

요구할 수 있다(제 4 조 제 2 항). 건축사 등록 관리인

회(Investigations Committee), 법규위원회(Prescri

이 건축사 등록신청인이 등록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

ption Committee) 등이 설치되어 있다.

면 건축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RB로 회부된다(제 4 조 제 4 항). 건축사 등록 관리

2. 건축사 등록 관리인

인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ARB는‘건축사 등록 관리인’(Registrar of Archit

되는 경우에도(예컨대, 관리인이 등록신청자와 연관

ects)을 임명하여 건축사 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이 있는 경우) ARB로 회부된다(제 4 조 제 5 항). 이

야 한다(제 2 조). 건축사 등록 관리인은 이 법에 의

같은 경우에는 ARB가 결정하고, 등록 자격이 있다

해 등록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등재된‘건축사

고 보면, 건축사 등록 관리인에게 등록 지시를 내린

명부’(Register of Architects)를 관리해야 하며, 필요

다(제 4 조 제 6 항).

한 경우 건축사 명부의 변경이나 제명 등의 조치를

또한 영국은 건축 자격증에 관한 유럽이사회 지침

취해야 한다(제 3 조). 또한 건축사 등록 협회는 이

(Directive)11)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 내부의 건축

10) 여기서‘동등한 능력을 가진 자’란 건축영역에서 국제적인 명성이 있고, 광범위한 실무 경험이 있으며, 건축의 진보에 중요한 공함
을 한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http://www.arb.org.uk/registration/guidance-on-registering-as-an-architect/distinguishedachievements-admissions-to-the-register.shtml 참조.
11) Council Directive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Diplomas, Certificates and Other Evidence of Formal Qualifications in
Architecture, Including Measures to Facilitate the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of Establishment and Freedom to Provide Services
(85/384/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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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격 상호인증을 인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유럽

를 내야 한다(제 8 조). 만약 등록 관리인이 회비 요

연합 회원국에서 건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학기

청서를 보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회비를 내지

간과 핵심 학습 영역의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않은 회원은 건축사 명부에서 삭제된다. 만약 그렇

에 따라 영국 건축사법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게 삭제된 사람이 당해 년도까지 또는 정해진 기간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영국 건축사 등

안에 정해진 회비(와 약간의 추가비)를 낸 경우에는

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 5 조 제 1 항에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재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관

따르면, 유럽경제지역 (EEA/European Economic

리인이 등록회원의 주소 변경여부를 문서로 요청한

Area)의 회원국 국민도‘승인된 EEA 자격’(recog-

경우, 6개월 내로 답이 없으면, 다시 한번 요청하고,

nised EEA qualification),‘확립된 EEA 자격’(estab-

그로부터 3개월 내에도 답이 없으면, 건축사 명부에

lished EEA qualification) 또는‘관련된 EEA 증명’

서 삭제한다(제11조).

(relevant EEA certificate)을 보유한 경우에 ARB에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서‘승인된 EEA 자격’이란

5. 건축사 명칭의 사용

Directive 제 2 조에 의해 승인된 경우로서, Directive

건축사 법에 의해 건축사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은

의 제 7 조에 부합하는 공식 저널에서 발간된 목록에

‘건축사’라는 단어가 포함된 어떠한 이름, 명칭, 표

포함된 제 3 조, 제 4 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

제 하에 사업을 하거나 실무를 할 수 없다(제20조 제

다(제 5 조 제 2 항).‘확립된 EEA 자격’이란 유럽 이

1 항). 만약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벌금 기준표의 4등

사회 지침의 제10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것

급에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대한 경

으로 제11조의 자격과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경

범죄의 유죄 책임을 진다12)(제21조 제 1 항).

우이다(제 5 조 제 3 항). 마지막으로‘관련된 EEA 증
명’이란 유럽 이사회 지침의 제 5 조 또는 제12조에

6. 기 타

따라 EEA 국가의 자격 당국에 의해 발행된 경우이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 5 조 제 4 항). 한편 ARB는 등록 신청자에게 소정

정해진 처벌을 받는다(제 7 조).

의 등록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 4 조 제 2 항의 시

만약 EEA 자격부여를 통해 등록을 한 사람이 등록

험 응시료도 청구할 수 있다(제 6 조 제 1 항, 제 2 항).

당시에 EEA 국가에서 자격박탈 결정을 받은 적이 있
었다면, 그리고 그 때 ARB가 그 사실을 몰랐고, 현재

4. 회비와 등록 유지

에도 자격박탈 상태라면, ARB는 등록관리인으로 하

등록된 회원이 등록 다음 년도에도 계속 등록이

여금 제명을 명하며, 등록관리인은 이 사실을 문서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회원 유지 회비(retention fee)

로 통보해야 한다(제10조).

12)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는 ARB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www.arb.org.uk/regulation/table-ofprosecution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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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인은 건축사 명부와는 별도로, 유럽 경제

고, 규칙을 제공해야 한다(제13조 제 5 항).

지역 방문 건축사 (visiting EEA architects)의 목록을
유지하고, 근무시간 중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조사

2. 전문직 행동양식 위원회(PCC)

할 수 있게 허락한다(제12조 제 1 항). 이 목록에는

건축사법은 징계문제를 처리하는 기구로‘전문직

방문 건축사 회원의 이름과 자격을 기재한다(제12조

행동양식 위원회’(Professional Conduct Committee,

제 1 항). 방문 회원을 원하는 사람은(영국 이외의)

이하 PCC)를 두게 하고 있다(제 1 조 제 2 항). PCC는

유럽 경제 지역 국가에서 건축영역에서 일하고 있으

ARB의 4명의 선출직 위원과 3명의 임명직 위원, 그

며, 앞의 제 5 조 (1)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영

리고 영국 변호사 협회(Law Society)의 의장이 임명

국을 방문 중인 자이다(제12조 제 4 항).

한 3명, 그리고 ARB가 임명한 6명의 위원들로 구성
된다. ARB 임명 위원은 3명의 등록회원을 포함하며,

Ⅳ. 건축사에대한징계

이 중 최소 1명의 등록 주소는 스코틀랜드여야 한다.
위원들은 위원들 중에서 의장(chairman)을 스스로

1. 징계 개요

선출한다(건축사법 부속서 1, part II14)).

ARB는 등록 회원에게 기대되는 전문직의 행동과

등록회원이 수용불가능한 전문직 행위(즉, 등록회

실무(professional conduct and practice)의 기준을 정

원에게 요구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 또는 전문

한 규정(code)을 제정하고, 추후 개정할 수 있다(제

직으로서의 심각한 무능력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13조 제 1 항, 제 2 항). 이에 따라 1997년 ARB는‘행

주장이 제기되거나 또는 등록 관리인이 보기에 등록

동 규정’(Code of Conduct)을 제정하였고 1999년에

회원이 결점(guilty)이 있다고 생각된 경우에는, ARB

한 차례 개정하였다.13)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

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 조사

고자 할 때, ARB는 적절하고 판단되는 전문가 기구

가 진행된다(제14조 제 1 항). 2004년 2월 12일에

나 건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

ARB가 제정한 조사 규칙(Investigation Rules)15)에 의

야 하며, 규정의 발행 - 변경의 예정과 제안서를 어디

하면 ARB는 ARB의 3명의 위원(이들은 PCC의 위원

서 구할 있는지를 공지해야 한다(제13조 제 3 항). 만

이 아니어야 하며, 그 중 두 명은 임명직 위원이어야

약 등록회원이 규칙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한다)으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Investigations Com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르게 된다(제13조

mittee)를 구성해야 한다.

제 4 항). ARB는 원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비용을 받

이에 따라 해당 사례를 조사한 이들이 등록회원이

13) 여기에는 행위와 능력, 고객 서비스와 불만처리 등에 대한 12가지 기준들(standards)과 행동규정의 해석과 법적 절차, 피고용인,
(ARB의) 조언 등에 일반 지침(general guidance)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문은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www.arb.org.uk/regulation/code-of-conduct/contents.shtml
14) 이 중 PCC의 위원 구성은 The Architects (Professional Conduct Committee) Amendment Order 2004에 의해 개정되었다.
15) http://www.arb.org.uk/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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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야 할 사례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사실을

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PCC에 보고해야 한다(제14조 제 2 항). PCC가 그러

방법으로 그 사실의 진술을 공개해야 한다. (5) 건축

한 보고를 받게 되면, PCC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법은 징계 결정의 공개 시한을 정해 놓고 있지 않지

검토해야 한다(제14조 제 3 항). 그러한 검토 이전에

만, PCC에서는 공개시한을 견책은 1년, 벌금은 2년,

PCC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개요를 공

자격정지는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후 2년, 제명은

지해야 하며, PCC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제공

5년 동안으로 하는 내부 정책을 가지고 있다.16)

해야 한다(제14조 제 4 항). 이러한 청문 기회에서 등
록 회원은 법적으로 변호받을 수 있다(제14조 제 5

3. 징계의 종류

항). ARB는 PCC가 지켜야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만

징계에는 벌금,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먼저

들 수 있다(제14조 제 6 항). 만약 등록회원의 문제를

‘벌금 명령’(penalty order)이 내려지면, 명령이 정

조사하는 사람들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만들지 않았

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ARB에 납부

다면, PCC는 사전 조사 없이 그러한 문제들을 검토

해야 한다(제16조 제 1 항, 제 3 항). 벌금액은 경범죄

할 수 있다(제14조 제 7 항).

(summary offences)에 대한 벌금 기준표의 4등급에

PCC는 조사 결과 수용불가능한 전문직의 행위 또

정해진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제16조 제 2 항).‘자

는 심각한 전문직의 무능력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격정지 명령’(suspension order)이 등록회원에게 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건축사로서의 실무에 적

려지면, 등록 관리인은 건축사 명부에서 삭제하고,

합성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행위가 아닌 다른 범죄

그 명령에서 특정한 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행위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회원에

이 끝나면, 다시 등록한다(제17조).‘제명 명령’(era-

관련한 징계 명령(disciplinary orders)을 내릴 수 있

sure order)이 등록회원에게 내려지면, 등록 관리인

다(제15조 제 1 항). 여기서 징계명령이란 견책(repri-

은 건축사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며, ARB가 재

mand), 벌금 명령(penalty order), 자격정지 명령

등록을 지시하지 않는 한 재등록하지 않는다(제18조

(suspension order), 제명 명령(erasure order) 등을

제 1 항).

의미한다(제15조 제 2 항). PCC가 징계명령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그 명령

4. 기 타

을 통지해야 한다(제15조 제 3 항).

한편 징계절차에 관한 건축사법의 규정들은 방문

PCC는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 적절하다고 생각되

EEA 건축사 목록에 등록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는 방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회원의 이름과

(제19조) 또한 등록 신청 거절, 건축사 재등록의 불허

그와 관련하여 내려진 징계명령, 징계가 내려진 문

나 제명 등의 조치, 그리고 징계명령에 불복하는 자

제에 관한 기술 등을 공개해야 한다. (4) PCC가 회원

는, 명령통지가 있은 지 3개월 안에 고등법원(High

16) PCC Decisions & Penalties (http://arb.org.uk/regulation/pcc-decisions.shtml) 참조. 이 웹페이지에서 현재 공개되어 있는 징계 결
정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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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나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The Court of
Session)에 항소할 수 있다(제22조, 제22조A).

회원들은 자신의 CPD 활동에 스스로 1점에서 4점
까지의 점수를 부여한다. 1점은 활동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고, 4점은 그 활동이 일하는 방
법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평균 점

Ⅴ. 건축사보수교육
영국의 등록 건축사의 보수교육은 RIBA가 담당하
고 있으며,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이하 CPD)라고 이름 붙인 보수교육 시스템에 의해
관리된다.17) 이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회원 건축사
들에게 급격하게 변하는 직업환경에서 최신의 지식
과 기술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건축사 협회
의 정회원은 매년 CPD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이
점은 해외에 있는 회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단 완전히 은퇴한 회원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보
면, 정회원은 RIBA가 정한 핵심 커리큘럼(core curriculum)18)에서 연간 최소 19.5시간을 이수해야 하
고, 자신의 CPD의 필요와 관련된 다른 주제에서 연
간 최소 15.5시간의 전문직의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CPD 기록지(record sheet)에 기록해야 하며, RIBA의
전문직 개발 계획(Professional Development Plan)

수는 활동 시간에 점수(1 - 4점)를 곱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이 평가는 개인적인 것이며, 활동에서 개인
적으로 얻은 것과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
을 반추해 보는 기능을 할 뿐이다.
CPD의 유형에는 구조화된 것(structure)과 일반적
인 것(general)이 있다. 구조화된 CPD란 강의실이나
교실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말하며, RIBA 컨퍼런스,
RIBA 지역 세미나, RIBA CPD 제공 네트워크(RIBA
Provider Network)19)의 세미나, 훈련 코스, 컨퍼런
스, 온라인 또는 원격 교육, 관련된 학위 등이 포함
된다. 일반적인 CPD는 구조화된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CPD 활동을 말한다. 건축사로서의 전문직업적
발전이나 능력의 향상과 관련된 활동은 모두 유효한
CPD가 될 수 있다. CPD의 50%는 - 출산휴가나 병
가, 또는 오지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 한 - 구조화된
CPD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CPD가 출석증명
서 등을 요구하지는 것은 아니다.

을 통해 CPD를 계획해야 한다. RIBA는 매년 연말에
임의로 정회원 중 일부의 CPD 기록지를 샘플로 뽑
아 모니터한다.

홍 성 수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17) 이하는 주로 http://www.riba.org/go/RIBA/Member/CPD_495.html 참조.
18) 여기에는 매년 2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이 있고, 그 외에는 건축전문직의 맥락(건축의
사회적, 환경적 맥락 등), 실무 경영(마케팅, 세금 등), 프로젝트 관리(비용·위험 관리 등), 건축기술, 개인적 기술 발전(커뮤니케
이션 기술, 고객관리 등)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http://www.riba.org/fileLibrary/pdf/RIBA_CC_Leaflet_A4.pdf 참조.
19) RIBA는 건축사들과 다른 건축 전문가들에 양질의 CPD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500개의 회원사가 있고, 여기서 세
미나, 컨퍼런스, 책, 디자인 가이드, CD-Roms, 비디오, 현지 방문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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