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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비교분석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정 태 종

19세기에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전문가주의는 분야별 전문적 지

식과 내부 교육과정을 기초로 조직을 형성하고 정부의 인정 하에 집단의 배타성을 

확보하여 그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회의 공공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이 되었다.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는 분야별 전문가주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

지 특성들이 나타났는데 공통점을 살펴보면 전문적 지식의 배경인 전문성과 전문

성의 발현인 교육체계성, 전문가주의의 조직형성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자

발적인 조직 관리인 배타성과 자율성, 그리고 공공선과 윤리의 실천인 공공성 등이

다. 서양의 근대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전문가주의는 서양의 근대사회의 형

성과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1900년대 전후 일본화된 

상태의 서양 전문가주의가 수입된 한국 전문가주의는 근대국가 형성시기에 국가 

주도로 정착되었다. 서양의 전문가주의가 자발적이고 자생적인데 비하여 한국 전

문가주의는 국가 정부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조합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이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가 발달되어 있다. 설립 초기의 한국 내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는 의사와 건축사라는 법적 배타성의 보호 아래 강력한 권위와 독점적 

위치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가

주의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소비자주의의 출현으로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왔으나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전문가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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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를 전문가주의 속성인 기본적 요건의 

전문성과 체계성, 태도적 요건의 공공성, 그리고 구조적 요건의 배타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전문가주의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발달은 사회와 각 분야 학문의 발전에 따라 

전문성이 강화되어 왔다.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초기에 정부에 의하여 주어진 전문

가주의는 경제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료분야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세분화되

었고 현재는 종합화와 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건축분야는 건축에서 

건축설계, 시공, 구조, 그리고 설비 등으로 분화되었고, 건축설계분야는 건축, 도시, 

조경, 실내건축 등 세분화와 더불어 분리, 독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통합

화되고 일반화된 교육체계와 실무체계가 형성되었다. 전문가주의의 체계성 관점에

서 보면 한국 건축설계분야는 2008년 한국건축학인증으로 5년제 학부 교육체계가 

도입되면서 건축공학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크게 변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건축실

무교육과 건축사 자격시험과도 연결된 단일 교육 체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전문

가주의 존재 근거 요소인 공공성은 의료분야에서는 공공의료를 통하여 그리고 건

축분야는 안전과 공공영역 확보를 담보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는 이데올로기 및 

조직 윤리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발현하는 구체적 방법을 실천하도록 요구된다. 건

축설계분야는 건설회사와 시공분야의 건축설계 허용 요구라는 외부적 문제와 함께 

건축사 자격의 강화로 인한 조직 내부의 경쟁과 조직의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러한 배타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건축사 조

직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모두 소비자주의의 출현과 더불

어 한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문가주의의 주요한 요소인 자율성이 약화되

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의료분야는 진료과목별 극단적인 세분화와 전문화 상태가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질환별 종합화와 센터화의 변화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

불어 지나친 양적 공급과 과잉교육의 전문의제도로 인하여 전문가의 과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분야와는 다르게 건축분야의 전문성

의 강화와 확대는 단순한 건축설계 지식의 세분화가 아니라 건축설계의 전문성을 

통하여 시공회사들의 건축설계를 업무영역에 포함하려는 시도의 억제, 정부규제를 

통한 자율성 약화의 극복, 그리고 건축문화 조성과 건축의 공공성 확보 등의 전문

가주의 유지의 기초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의 전문성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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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향후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과 세분화는 분야의 특성

상 나타나는 종합화되고 통합화된 지식의 기초 하에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을 포괄

하는 구성이 타당하다.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건축과정을 총괄하

는 건축사의 업무영역과 책임의 확대, 건축설계과정의 조율과 관리, 그리고 명확한 

감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건축사로 대표되는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는 연관된 분야 

전문지식과의 융합을 통한 종합화되고 전문화된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전문성과 

정부와 소비자주의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적절한 자율성과 공공성을 형성하여 새로

운 신전문가주의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전문가주의,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의료분야 전문가주의, 전문성, 체계

성, 공공성, 배타성, 자율성, 공시적 비교, 통시적 비교

학  번 : 2015-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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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분야는 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과 더불어 사용상의 안

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담보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므로 비전문

가의 행위를 규제하면서 전문가 영역으로 인정받아 왔다. 건축과정의 초기단계인 

건축설계는 건축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책임을 져야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국

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축사라는 전문가가 나타나게 되었다. 건축에 관련된 

체계형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전반적인 거주환경을 안전과 기능 측면에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데 있으며 건축분야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이

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건축분

야는 건축설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정에서 시공 규모와 그에 따른 비용 

확대와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건축사라는 전문가 역할의 한계

가 나타나게 되었고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안

전상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설 시공회사들의 업무영

역의 확대를 위하여 건축설계분야를 포함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현재

는 일부 대규모의 공사에서 시공회사의 건축설계업무를 포함할 수 있게 개정되었

다. 한국 내 건축분야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건축문화의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건축사로 대표되는 전문가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전문가의 사회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주의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전문가주의는 서양의 근대국가형성 및 시민사회로의 변화 과정과 한

국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문가주의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19세기 서양에서 근대국가 성립 과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문가주

의는 현재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세분화와 다양화되었고, 최근에는 전문가주

의의 융합화로 윤리의 강조 등 새로운 내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주의는 

특성상 체계화된 정규교육의 긴 훈련기간, 공공선을 위한 사명감, 그리고 윤리의식

을 갖는 집단으로 인정받고 그 대가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위치의 정당성을 획득

하였다. 이러한 전문가주의는 전문가 자신들의 지식과 서비스에 대한 독점을 기반

으로 하여 나타난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점은 

전문가 개인과 조직의 능력보다는 국가의 자격제한이라는 법적 제도적 보호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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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을 위한 특정 자격의 사회적 정당성의 결과이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으로 인하

여 타 집단의 통제나 규제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자체 조직에 의한 자율적 통제권

과 더불어 하부 직업군의 지배력도 가지게 된다. 전문가주의의 형성에 있어 전형적

인 전문가주의라고 알려진 영국과 미국의 의사 전문직의 형성을 살펴보면 경쟁 집

단을 제거하고 흡수하고 통합하여 조직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독점하는 과정이었

다. 전문가주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최근에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기도 했다. 즉 전문가주의에 대한 권위는 인

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전문가 집단이 부당하게 권력화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선

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주의의 대척점으로 발전한 소비자주의가 출현했

고, 국가의 관리주의가 강화되어 기존에 비하면 전문가로서의 자율과 권위가 축소

되고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탈 전문화, 신전문가주의, 그리고 전문가주의 해체

의 시대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

서양의 전문가주의가 경쟁 집단의 지배에 대한 장악의 의미라면 한국의 전문가

주의는 서구적 근대화를 지향하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주어지고 보호 육성된 성

격이 강하다.1) 이러한 한국의 조합주의적 전문가주의는 경쟁 집단의 지배가 아니

라 경쟁 집단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경쟁 집단 간의 중복된 업무와 명확하지 않은 

체계를 갖은 채 동반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형성초기와는 다른 상황

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규제, 소비자주의의 출현, 그리고 전문가주의의 

공급으로 인한 조직 내 경쟁 등 기존 전문가주의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크게 변

화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여러 전문가주의 분야 중 건축분야는 근대 이전의 전통건축과는 다르게 

외국에서 수입된 전형적인 서양건축 교육분야로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랐다. 건축설계분야는 학문 특성상 기능과 구조의 공학과 디자인 및 예술의 두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을 통한 건축 학문 수입의 영향으로 공학적인 

측면이 강했고 건축사 제도도 초기의 건축가와 이후 건축사의 갈등으로 조직의 구

성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경

제 성장의 직접적인 실천 분야인 건축분야는 1980년대 급속한 양적 팽창의 부작용

에 따른 질적 성장이 필요하였으며 이후 세계화의 요구 속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증체계로 새롭게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건축의 부동

1) 조병희, 국가의 의료통제와 의료의 전문화, 한국사회학 24, 1992,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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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측면의 사회적 문제와 대기업들의 건설시공 중심의 활동으로 인하여 건축설계

분야는 고유의 전문가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건축분

야의 중심인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설계와 감리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

한 업무는 시장의 수요 변화, 전문지식의 변화, 건축설계과정의 변화에 의하여 영

향을 받는다. 그리고 건축설계는 무형의 지적 소산으로 그 가치를 물리적 생산물과 

같이 표준화와 결과의 명확한 평가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

는 국가가 정한 면허(자격)라는 배타성을 통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특권을 보장받으

면서 전문분야 내부와 외부에서 경쟁보다는 사회의 수요보다 적은 수의 건축사 공

급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기에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에 관한 연구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없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문가주의의 독점

과 경제적 이익과 배분의 사회적 문제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들과 이

후 한국 사회의 세계화와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 등 전반적인 전문가주의

가 약화되어 왔으며 특히 건축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에 비하면 건축분야와 비슷한 시기와 과정을 통하여 서양으로부터 서양의학이 

수입된 한국의 의료분야는 전문가주의의 형성과정에서 다른 분야와 유사하게 국가

로부터 제공되었으나 발전과정에서는 배타성과 자율성을 획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내세우며 다른 전문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확고

한 전문가주의를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의료라는 분야의 특수성도 있

지만 의사집단의 지속적인 전문가주의 교육과 공공의료 등을 통한 의사에 대한 사

회인식의 유지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문가주의의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부당한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는 다른 전문가주의와 비교하면 전형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전문가주의

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전문가주의

에 비하면 약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의 자정노력과 새로운 이데올로

기와 윤리의 도입, 기존의 권위를 갖은 전문가주의에서 소비자와 파트너로서의 역

할로 변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 논문이 주목한 것은 서양 전문가주의의 역사적으로 유사한 환경의 수입과정

으로 이루어진 한국 전문가주의가 정착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분야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게 된 지점이다. 서양사회에서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는 다

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초기에 전문화 과정이 나타나서 정착되었고 한국에서는 

서양으로부터 수입되어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수동적인 과정이었으나 이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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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해 왔다. 각 분야의 특수성, 시대에 따른 요구의 

차이 등에 따라 발전과정과 변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분야에 따른 전문가주의의 차

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각 분야의 상호보완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전문가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공통된 의견일 

것이다. 

한국의 의료분야는 다른 분야 전문가주의에 비하여 의사라는 전문적 지식과 교

육체계를 통하여 단일한 조직을 형성하는 배타성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조직을 기

반으로 정부의 규제와 대항하며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공공의료를 통

한 사회의 기여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의료분야 전문가주

의의 발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도 내부조직의 

갈등과 외부와의 소통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타 분야에 비하면 현재 한국 내 전문가주의가 유지되는 대표적인 전문가주

의로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를 살펴보고 건축분야의 전문가

주의와 비교, 분석하여 타 분야의 장점과 단점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변

화해온 한국 내 건축분야 전문가주의가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문가주의 형성과정의 역사적 고찰과 의

료분야와의 비교를 통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문가주의의 형성과정과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주의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정당성 부여가 확인될 것이다. 전문가주의를 

사회적,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음을 입증해 보이려는 전

문가주의 집단의 근거 찾기도 포함될 것이다. 그 결과 전문가주의의 정당성도 부여

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전문가주의가 공통된 특징과 일반화된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나라마다 도

입 상황과 발전과정의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 내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전문가주

의 수입과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전문가주의와 국가와의 관계설

정과 그 변화과정을 통하여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의료분야와 건축분야를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한국 내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의 문제점과 그 한계까지도 파악하여 건축분야와의 상호간 적

용이 가능할 것이다. 의료분야를 기준으로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를 발전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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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닌 의료분야에 건축분야의 장점을 상호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

이다.

넷째는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처하는 제안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발전

은 전문성의 발전과 전문가주의 행위의 타당성 부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며 

그 실천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실천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통하여 한국 

내 건축교육과 건축실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장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내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다양한 특징들을 살피고 

그 결과를 건축설계분야에 적용하여 발전 가능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한국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분야별 전문가주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관

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를 강화하고 발

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건축교육과 건축실무의 방안들을 제안하

고자 한다. 그 결과 앞으로 이 연구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변화와 그 전망을 모

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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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한국 현대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문가주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관

한 분석을 한국의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에 집중하여 조명한다. 자발적으로 발

생되어 형성되고 유지를 위하여 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국가 통치력의 실행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어져 발전해 온 서양의 전문가주의를 한국 근대사회

의 형성과정에서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이식되고 도입된 한국 전문가주의는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전문가주의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평가의 연구가 있어 왔다. 전문가주의는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서 민간 자율이 중심인 전형적 

전문가주의에서 국가의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주의적 전문가주의까지 다양하

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전문가주의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차이보다 국가별 배경과 사회제도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비하

여 한 국가의 전문가주의의 분야별 차이는 전문가주의의 발생에 미치는 특정사회

의 배경은 유사하므로 그 외의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분야에 따른 특성, 특정 사

회 상황의 대응 방법 등에 따른 차이를 면 하게 연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유사한 시기에 정부에 의해 수입된 전문가주의이므로 분야별 차이가 크지 않

으며 수입 초기의 상황은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와 

현재상태의 분야별 비교를 통하여 건축설계분야 전문가주의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

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건축분야는 다양한 경쟁 집단의 이해충돌과 공공성의 중요한 영역이면서도 한국 

특유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기업들의 건설 사업을 통한 이윤추구와 거의 유일한 

국민 재산권인 부동산을 통한 경제활동의 주요 역할을 하였다. 특히 건축분야 전문

가주의는 한국 내 대표적인 전문가주의인 의료분야와 비교하여 내부 경쟁과 세계

화에 따른 외국 건축사무소들의 국내 진출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국 내 전문가주의 연구는 주로 의료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

는 상태이며 건축분야에서는 국가별 비교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분야에 따른 전문

가주의의 비교연구나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 연구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

이다.

이 연구는 한국 내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를 비교하는데, 두 분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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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광범위한 분야이므로 의료분야에서는 임상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과정을,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설계과정을 중심으로 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주의는 법적 배타성을 

부여받은 의사와 건축사라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다른 분야도 유사하지만 전문가주의의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는 이 연구는 과거

를 통하여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파악하려는 과정이 된다. 역사를 지속으로 설정

하고 현재는 과거의 수축으로 전체 과거의 꼭짓점에 해당하며, 현재는 과거와 공존

하고 그 자체로 보존된다는 베르그손(Bergson)의 철학2), 사건은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크로노스(Chronos)가 아닌 과거 또는 미래에 발생하는 아이온(Aion)이라는 

잠재성의 현실적 다자로 나타나게 되는 들뢰즈(Deleuze)의 철학3), 그리고 지도 위

에서 서양사회의 구체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사건을 바라보는 푸코(Foucault)의 철

학4)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현재 한국 내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는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있지 않았던 우리만의 경험이자 진행형인 사건이다.    

이러한 한국 내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를 기준으로 건축설계분야의 전문가주의 

현황을 살피고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 범위이다. 

2) 질 들뢰즈, 김재인 역, 베르그송 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6, pp. 80-81. 

3) 장용순, 현대건축의 철학적 모험 4, 미메시스, 2013, p. 51. 

4) 허경,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 읽기, 세창미디어, 201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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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전문가주의의 다양한 요소별 특성들을 통하여 한국 내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점과 문제점을 이용한 상호보완적 발

전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전문가주의의 속성을 나타내는 전문성, 체계성, 

공공성, 자율성, 배타성 요소를 기준으로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수평적이며 동시대적 분야별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적 관점의 비교

는 전문가주의 요소에서 전문성에서 전문성의 범위, 체계성, 공공성이며 역사적, 

시간적 변화를 통한 통시적 관점에서의 비교는 전문성의 형성과정,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배타성과 자율성 요소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존 전문가주의의 개념, 전문가주의 과정과 중요한 구성 요소 등 

전문가주의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 고찰을 통하여 특징과 한계를 살펴본다. 전문가

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전문직인 서양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와 건축분

야 전문가주의의 형성과정과 발전과정을 통하여 기존 학자들이 제시하였던 전문가

주의 구성요건과 요소들을 살펴본 후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를 설명할 

수 있고 실제 분석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주의 이론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분야 특성

에 따른 차이점도 기술하여 두 분야 비교의 한계점도 명확하게 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양에서 시작한 전문가주의의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한

국의 근대적 의료체계와 건축체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전문가주의 변화과정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의료분야 및 건축분야의 사회사를 통하여 한국 의료분야 전문

가주의와 건축분야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미국과 한국 등 국가별 전문가

주의에 따른 대처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고, 직종에 따른 전문가

주의 역할과 한계 등을 통하여 서양사회의 전문가주의와 시작점이 다른 한국 근대

사회 전문가주의의 국가 역할과 전문가들의 수용과 타협점 그리고 국가에 의해 규

제되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주의와의 갈등 등 한국 사회의 

전문가주의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틀로 제시된 전문가주의의 기본적 요건, 구조적 요건, 

그리고 태도적 요건들과 그에 따른 전문성, 체계성, 배타성, 자율성, 그리고 공공성 

등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 내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형성과정과 변화 등 공시적 분석과 통시적 분석의 비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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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두 분야 전문가주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한다. 분야의 특성에 따른 공

시적 관점의 차이점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인 통시적 관점 등을 통하여 각 분

야의 전문가주의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밝힐 수 있

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 내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발전을 위한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요

소별 문제점들을 추출하고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건축교육과 건축실무에서 개선 가

능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발전적 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의료분야의 장점을 건

축분야에서의 수용 가능성 논의와 더불어 의료분야의 단점을 타산지석 삼아 건축

분야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주의에 관련된 의학/건축학의 교육제도와 실무

제도 공유 등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상호보완적 연구를 제안한다.

끝으로 제6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결론을 맺고 이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기술한다.

이 논문은 건축분야와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 각 요소들의 자료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기존 문헌을 기본으로 한다.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요소들에 관

한 자료의 수집, 분석, 그리고 제안은 기존 문헌을 기본으로 통계자료, 정부문서, 

신문기사 등 다양한 1차 자료와 그에 따른 2차 자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 1장. 서  론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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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문가주의 개념

본 장에서는 전문가주의의 개념과 더불어 전문가주의의 형성과정과 특성에 관한 

주요한 구성요소 등 전문가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및 문헌조사를 시행하였다. 

특히 서양사회에서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전문직의 역할과 이를 통한 전문가주

의의 확립과정을 살펴보았다.

 

2.1.1. 전문가주의 정의 

 전문가주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등장으로 이루어

진다. 슈타이너(Steiner)는 지식을 복합성과 심도에 따라 단계별로 명제지식, 응용

지식, 그리고 전문지식으로 나누고 전문 지식은 문제를 종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

조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였다.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은 관련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종합하여 복합성과 심도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명제지식과 

응용지식의 단계보다 더 다양한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다.5) 

단계 내용 복합성과 심도

명제지식

사실을 알아내기

내용이해

중요한 것 가려내기

낮음

응용 지식

과제 해결

분석

응용

지식 전달 및 가르치기

범주화

심도 있는 이해

전문 지식

문제를 알아내고 해결하기

작은 차이 알아내기, 분류하기

종합

새로운 지식의 창조

높음

[표 2-1] 지식의 분류

(전략적 공부기술 재정리)

5) 베레나 슈타이너; 안미란 역, 전략적 공부기술, 들녘미디어, 2004,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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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Miller)에 의하면 전문직업성을 갖추기 위한 학문적 체계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6) 기초단계인 지식적인 부분은 교육과정 목표와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기

술하는 단계이며 이를 통한 내용이 교육될 때 전문직업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후 

현장에서 실습에 적용해 보고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이 평가이다.  

[그림 2-1] Miller의 전문직업성 모형

(The Assessment of Clinical Skills/Competence/Performance 재인용)

 

 전문성의 사전적 정의는 인지적, 생리적,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것

이다. 하몬과 킹(Harmon & King)은 표준을 넘어서는 수행결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허르링(Herling)은 특정 영역 및 관련 영역

의 실행에서 최상의 효율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보이는 개인의 행위들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형태로 나열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에릭슨과 레만(Ericsson & 

Lehmann)은 전문가가 일관되게 우수한 수준의 수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인지적 

인식 작동과 생리적 매커니즘으로, 스완슨(Swanson)은 특수한 영역에서 할 수 있

거나 기대된 성과에 대한 최적의 수준이라고 하였다.7) 전문성의 정의는 학자들과 

사회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고찰되었고 설명되었다.8)  

6) Miller. G. E., The Assessment of Clinical Skills/Competence/Performance, Academic Medicine 65(9), 

1990, p. S63.

7) 오헌석, 전문성 개발과정 및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9(2), 2006, p. 197.

8) 오헌석; 김정아, 전문성 연구의 주요 쟁점과 전망, 기업교육연구 9(1), 2007, pp.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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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내용

Webster 인지적, 생리적,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것

Chi & Koeske(1983)
정부를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조직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정보가 자신의 

전문성 영역에 관련될 때 더 나은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

Harmon & 

King(1985)
표준을 넘어서는 수행결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Kochevar(1994) 자신의 영역에서 전형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과업, 특수한 지식

Herling(1998)
특정 영역 및 관련 영역의 실행에서 최상의 효율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보이는 개인의 행위들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형태로 나열되는 행동

Ericsson & 

Lehmann(1999)

전문가가 일관되게 우수한 수준의 수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인지적 

인식 작동, 생리적 매커니즘

Swanson(2001) 특수한 영역에서 할 수 있거나 기대된 성과에 대한 최적의 수준

오헌석(2004)
실천적 성찰 학습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서 최적의 수행수준을 달성하

게 하는 능력

[표 2-2] 전문성의 정의

(전문성 개발과정 및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재인용)

 

 전문가주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관점은 사회 속에서 전

문직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회조직과 전문가주의와의 관계인 기능주

의적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은 전문직의 존재를 현대사회의 기능적 필요에 따라 형

성된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근대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에서 전문직이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안정과 위험에 저항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한

다. 이들은 이타주의가 다른 직업과 전문가주의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며 가치

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에서 질병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역기능적이며 사회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환자와 의사라는 관계라는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화

를 위한 사회의 요구에 의사집단이 기능적 특수성, 보편주의, 감정중립이라는 규범

적 유형변수에 의해서 충족된다는 것이다. 질병이라는 사회적 역기능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집단의 윤리성을 담보해 준다. 결국 기능적 

결과로서 환자의 취약성이 아닌 환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집합체지향성이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9) 

 둘째 관점은 전문가주의의 특징을 통제와 지배로 보는 갈등론적 관점이 있다. 

9) 최태숙, 건축설계직능의 전문화 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6, pp.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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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에서 전문가주의는 여러 이익집단들 간의 권력 갈등을 포함한 역사적으로 

특수한 과정의 결과이며 전문가주의는 제도화된 조직이라기보다는 집단의 투쟁이

다. 그러므로 정적인 조직이 아닌 동적 균형 상태의 집단이며 내부에 다양한 가치

와 이해관계들이 존재하고 조직 내 회원들은 연합 또는 분열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내적 갈등상태에서 긴장과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다. 프라이드슨(Freidson)은 전문

가주의의 권력은 전문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독점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공식적이며 제도화된 지위를 인정받고 집단적 자

율성을 통한 특권위치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교육체계와 윤리규범을 통하여 사회로

부터 신뢰를 받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라슨(Larson)은 전문가주의는 특정 직

업이라기보다는 직업을 통제하는 한 가지 방식이며 형성과정은 전문직 프로젝트 

행위의 결과라고 하였다. 맥도널드(McDonald)는 성공한 전문직 집단의 이데올로

기적 성과물이 근대사회의 자연스러운 역사적 산물처럼 취급하였지만 실제 전문지

식 집단이 지식의 독점과 그를 통한 서비스의 독점까지 확립하게 되는 전문직 프로

젝트 행위의 결과라고 보았다.10) 

[그림 2-2] 전문직 프로젝트의 개념도

(전문직의 사회학-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전문직프로젝트 연구 재인용)

 

 셋째 관점은 전문가의 역할은 사회와 전문가의 계약에 의한 전달체계의 문제로 

10) 케이스 M. 맥도널드, 권오훈 역, 전문직의 사회학-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전문직프로젝트 연구, 일신사, 

1999,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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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회계약론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관계의 기본인 자본과 노동과 전문

가주의의 존재근거가 자본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맑스주의와 지식

이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베버식의 방식이 있다. 합

리화와 관료화된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동, 즉 외부의 통제와 내부의 합리화로 인하

여 전문가주의의 탈전문화가 발생한다는 네오 베버리안들은 전문가주의는 이타주

의, 권위, 자율성 등의 실질합리성이 구조, 규칙, 규제의 형식합리성을 대체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전문직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확립하여 도덕

성과 책무성에 기초하여 도출된다. 

전문가주의는 서양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정의되었고 그 특징들과 요소들도 

다양하게 분석되어 왔으며, 특히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현재 다른 분야보다 적극

적이며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최근 변화된 사회 환경으로

부터 능동적 대응과 더불어 대중의 전문가주의 불신의 회복, 그리고 도덕적 요소를 

중심으로 전문가주의를 재구축하려는 논의들이 나타난다. 플렉스너(Flexner)는 전

문직의 근거로 근본적으로 지적이고 개인적 책임을 수반하며 지식에 근본을 두고 

학습되어진다고 하였다. 전문가주의는 실질적이며 전문적 교육으로 교습 되고 내

적으로 조직화되며 사회의 선을 위하며 이타주의에 기반을 둔다고 하였다. 구드

(Goode)는 추상적 지식에 대한 장기간의 훈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이 전문가주의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홀(Hall)은 전문직의 특성을 준거성, 공적 서

비스에 대한 신념, 자율규제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자율성 등으로 설

명하였다. 프라이드슨(Freidson)은 전문직은 노동의 분화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어 

자신의 업무에 관한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였다. 2001년 

ABIM(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은 전문직업성 프로젝트에 대하여 

전문직업성은 이타주의, 책무성, 우수성, 의무, 서비스, 명예와 정직,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의 요소를 포함시킨다고 정의하였다. 스타(Starr)는 의사 권위의 문제는 역

사적인 문제이며 사회구조적 기능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학자들의 전문가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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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내용

Flexner

(1915)

전문직의 근거로 근본적으로 지적이고 개인적 책임을 수반하며 지식

에 근본을 두고 학습되어짐, 실질적이며 전문적 교육에 의해 교습됨, 

내적으로 조직화되며 사회의 선을 위함 이타주의에 기반을 둠

Talcott Parsons

(1951) 
전문직이 사회구조적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구조기능론을 주장

Goode

(1960)

추상적 지식에 대한 장기간의 훈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 전문가주의의 핵심

Hall

(1968) 

전문직의 특성을 준거성,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율규제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자율성 등으로 설명함

Freidson

(1970)

노동의 분화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어 자심의 업무에 대한 결정을 통

제할 수 있는 직업 

Cockerham

(1992)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고도의 수준을 갖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

하는 전문집단

Cruess, Cruess & 

Johnston

(2000)

사회와 전문가의 계약에 의한 사회계약 이론 주장

Swick

(2000)

전문직의 핵심은 이타주의라고 주장하며 이후 의사헌장 등의 기초가 

됨

ABIM(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2001)

전문직업성 프로젝트, 전문직업성은 이타주의, 책무성, 우수성, 의

무, 서비스, 명예와 정직,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의 요소를 포함시킴

RCP(Royal College of 

Physicians)

(2005)

전문직업성을 가치, 행위, 관계의 총합으로 정의함

진실성, 동정심, 이타심, 지속적 향상, 우수성, 동반자적 업무 수행

으로 규정

Starr

(2012)
의사 권위의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이며 사회구조적 기능과는 무관

[표 2-3] 전문가주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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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전문가주의 특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전문직이라는 직업군을 형성한 전문가주

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전문가주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분야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과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다. 일례로 전문가주의의 기본적인 특성인 전문성을 살펴보면, 전문지식의 내용

은 분야에 따라 다르고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나 전문가주의의 전문성은 기본적으

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전문가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형성되고 축적되며 

교육되어 왔다. 지식의 전문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직을 형성하

고 조직 내 교육을 실시하면서 제도화되었다.

 전문가주의의 전문지식의 범위는 지식의 복잡성과 심도에 따라 분야별로 차이

가 나타난다. 건축설계분야의 경우 예술, 공학, 그리고 사회학 등 폭넓은 지식이 요

구되며 전혀 다른 능력의 종합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지식은 형태가 없는 무형

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되며 형체가 없어서 배우기도 어렵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전문지식을 보유하게 되면 독점이 되고 지

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자원이 되며 이러한 특성이 전문가주의의 바탕이 된

다. 또한 전문가주의는 특정 분야에서 과거에서부터 자질과 역할을 위한 특성들이 

나타났는데 의사의 경우 치료자로서의 역할이 대표적이다. 즉 전문가로서 의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면서 치료자로서 인류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속성은 전문가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윤리, 그리고 공공성을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

었고 공공성과 이타심, 그리고 책임감과 같이 기존의 직업과 전문가주의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형성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가로서의 특성은 기

존의 직업 특성에 더하여 자율성과 자기통제 등이 요구되었고 과거에 요구되지 않

았던 사회에 대한 책임, 조직 내 관계 등과 같은 새로운 것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전문가주의 특성들은 전문가주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과 요

소들로 나타나게 되었다.

분야 내용

건축설계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 종합화

의료 전문가, 치료자

[표 2-4] 분야별 전문가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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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전문가주의 형성과정

 전문가주의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형성되어 축적되고 전문가가 나타나면

서 전문가 수요가 발생하여 전문직이 성립되었다. 이런 시기가 지나면 전문직의 공

동 활동을 위한 단체가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으로 독점적 지위가 부

여되는 제도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전문가주의 윤리규정 및 공공성을 토대로 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정규교육과정과 계속교육, 

내부규율과 윤리를 통한 공공성 증대를 제공하게 된다. 전문가주의 과정을 세 단계

로 정리하면 첫 단계는 전일제 직업이 되는 것이며 다음 단계는 훈련을 위한 정규

교육이 발생되며 전문협회가 구성된다. 마지막 단계는 국가로부터 법적 인증을 거

치고 최종으로는 직업윤리에 대한 자치 규약이 확립되면서 전문가주의의 사회적 

정체성이 완성된다. 

전문화 과정 내용

전문지식 형성
지식수요 확대

지식창출 확산, 지식축적

전문가 등장

지식의 대중화

개인 전문영역 개발

독자적인 지식확보

전문직 성립
전문지식 수요

전문서비스 제공하는 전문직 성립

전문직 단체 설립

비전문가와의 구분 필요

전문 지식에 기반한 서비스 판매

시장이용 능력확보

전문직 제도화
국가 인준

독점적 지위확보

전문직 윤리규정
반사회적인 요구에 대한 거부

공익, 공공성 고려 의무

전문지식 확대

전문지식 확대, 영역 확대 도모

지식의 복합성 증가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계속교육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

지속적인 지식의 창출과 혁신

[표 2-5] 전문가주의 형성과정 및 내용

(건축설계직능의 전문화 과정에 관한 연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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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문가주의 속성과 구성요소

2.2.1. 전문가주의 속성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전문가주의의 속성과 그 

특징들을 통하여 전문가주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하였다. 1957년 그린우드

(Greenwood)는 전문직의 속성을 체계적 이론, 권위, 협회 규정, 윤리 강령, 문화로 

설명하였다.11) 체계적 이론은 도제방식이 아닌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이론적 배경

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교육 및 체계성을 나타내며 권위는 전문성의 인정을 의미

하며 공식적인 수료증 또는 학위로 입증된다. 협회 규정은 전문직 조직으로 배타적

인 자격제도를 의미하며 윤리강령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의 공공성을 위한 전

문가주의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문화는 전문가주의 집단의 독특한 분위기 및 타 

집단과의 구별되는 양식이며 이는 전문가주의의 자율규제 및 연대와 연관된다.  

속성 내용

체계적 이론

(Systemic Theory)
지적 노동의 분리

권위 

(Authority)
제도교육, 전문성

협회 인가

(Community Sanction)
공인자격

윤리 강령 

(Ethical Codes)
사심 없음, 공공성

문화

(Culture)
자부심, 패션, 배타성

[표 2-6] 그린우드(Greenwood)의 전문직의 다섯 가지 속성

프라이드슨(Freidson)은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순수한 

이념형적 전문직업주의에 가깝다고 하였다.12) 이념형으로서 전문직업성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는 전문화된 노동으로 전문직의 일은 이론에 기

11) Greenwood. E., 1957, The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2(3), 1957, p. 45.

12) Freidson. E., Professionalism Reborn: Theory, Prophecy, and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4, pp.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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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자율재량권적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력에 특별한 지위

를 부여한다. 둘째는 배타적 관할권으로 직업적 협상에 의해 창출되고 통제되는 특

정 노동 분업 내에서의 배타적인 업무권할권을 갖는다. 셋째는 직업의 보호로 전문

직이 고안한 제한적인 자격증에 기초하여 외부와 내부 노동시장 모두에서 보호받

는다. 넷째는 공식적인 훈련프로그램으로 전문직의 훈련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외부

에 존재하면서 자격증소지자를 생산하며 전문직에 의해 통제된다. 다섯째는 이데

올로기로 경제적 이익보다 선량한 일에 그리고 노동의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질에 

헌신한다.

속성 내용

자율재량권 전문화된 노동

배타적 권할권 배타적 업무 권할권, 직업적 협상

직업의 보호 공인자격증

교육 훈련프로그램

공공선 이데올로기

[표 2-7] 프라이드슨(Freidson)의 전문직의 다섯 가지 속성

구드(Goode)는 전문직의 핵심적인 두 가지 특성을 전문적 지식의 소유를 위한 

훈련과 서비스 지향적 업무로 설명하였다. 이 두 가지 핵심 특성들에서 자체적인 

훈련기준의 설정, 심오한 성인사회화 과정, 면허제도의 성립, 전문직 성원 스스로

에 의해 관리되는 면허와 자격부여, 사회적 통제로부터의 자율성, 자체적인 직업 

결사체의 조직, 높은 직업윤리와 직업자부심 등 다양한 특성들이 파생되었다고 하

였다.13)  

홀(Hall)은 이러한 다양한 전문가주의 속성들은 구조적 요건과 태도적 요건으로 

구분하는데 구조적 요건은 교육제도, 자격의 부여, 전문적인 조직과 윤리 강령 등

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형태로 인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며 태도적 요건은 직

업윤리나 소명감과 같은 내적이며 주관적인 조직원들의 인식으로 나타난다.14) 

13) Goode. W., Encroachment, Charlatanism and emerging Profession: Psychiatry, Sociology and 

Medicin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960, 정경균; 김영기; 문장진 등, 보건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p. 2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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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문가주의 구성요소

그린우드(Greenwood), 프라이드슨(Freidson), 구드(Goode) 그리고 홀(Hall) 등 

기존 서양학자들의 전문가주의 형성과정, 특징, 그리고 속성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과 다섯 가지 요소들로 정리 할 수 있다.

1. 기본적 요건-1) 전문성, 권위

                 2) 체계성, 정규교육

 2. 태도적 요건-1) 공공성, 윤리, 이데올로기       

3. 구조적 요건-1) 배타성, 협회인가, 면허 

                 2) 자율성, 자유결정, 규제     

전문가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과 요소들은 전문성과 체계성, 

태도적 요건의 공공성, 그리고 구조적 요건의 배타성과 자율성 등이다. 전문성과 

체계성은 전문가주의 기본적인 배경과 공식적인 교육이 되고 전문가주의의 권위를 

형성하는 요소이다. 전문가주의 태도적 요건인 공공성은 전문가주의의 윤리와 집

단의 이데올로기 측면으로, 그리고 구조적 요건을 나타내는 배타성은 협회의 구성

과 국가로부터 공인된 면허로, 자율성은 자율결정 및 자율통제로 나타난다.

 

요건 요소 내용

기본적 요건

전문성 전일 직업, 권위

체계성 공식적인 교육

태도적 요건 공공성 전문직 윤리, 이데올로기

구조적 요건

배타성 국가 인증, 면허

자율성 자율 결정권, 협회, 규제

[표 2-8] 전문가주의 요소와 내용

14) Hall. R.H., Professionalism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 1968, pp. 

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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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문가주의 분야별 특성

2.3.1. 의료분야 전문가주의

의료분야의 학문은 진료의 경험적인 결과를 지식으로 만든 경험지식이다. 일반

적으로 진료과정은 의사의 진찰, 검사, 진단, 처치, 그리고 결정의 단계를 거친다. 

진료과정은 전적으로 의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진료에 대한 책임도 진다. 진료 과

정 중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는 의료기사가 수행하지만 의료기사는 의사의 감독 

하에 수직적으로 분화된 조직에 종속되어 있고 검사결과는 의사가 소견을 밝힘으

로써 진료의 전 과정을 의사가 관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는 

의사와 그 활동이 중심이 된다.

[그림 2-3] 진료과정

의료인 중 의사의 업무범위는 의료와 보건지도이다. 한국 의료분야의 의료인은 

1950년대에 내과의사, 외과의사 및 치과의사로 분류되었고 1960년대에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관련 종사자로 변경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생명과학 및 보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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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로 통합되었고 2000년대에는 보건전문가로 분류하였다. 의료분야에서 의료인

들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15)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

명을 가진다. 의료인들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 업무범위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

간호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표 2-9] 의료인과 의료업무범위

의료분야는 고대에 의료와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의료의 전문분야가 나누

어지게 되었다. 자연과학적인 의학이 기원 수세기 전부터 고대 그리스를 중심으로 

대두되자 인체의 구조와 기능, 병의 이치에 대한 이론, 즉 학문으로서의 의료와 환

자의 치료기법, 즉 기술로서의 의료가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인체에 관한 이론과 

임상 실기는 의학의 양대 조류를 이루면서 서로 교차해 왔다. 이론이 우세하다 보

면 나중에는 경직된 독단론이 되어 자유로운 관찰과 경험을 통한 실제 임상진료를 

제한하고 의술을 이론의 틀 속에 가두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 결

과 임상적 관찰과 경험적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용적 의술이 강하게 나타나 

이론적 독단론을 깨뜨리는 과정이 반복된다. 15세기 르네상스 이후 실증과학과 실

15) https://www.snuh.org/reservation/meddept/canc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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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정신이 발달하면서 의학은 철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연과학 기반으로 전환하

였다. 19세기에 기초과학의 발달과 기계 산업의 발명으로 인체에 관한 지식이 증

가하고 질병의 원인과 성질에 대한 규명이 다양해지자 의학연구는 수많은 분야로 

세분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세부분야는 임상의학의 기본이라는 뜻에서 기

초의학이라 지칭되어 의학의 기본적인 교육단위를 이루게 되었다. 기초의학과 임

상의학의 구분은 고대 그리스 의학교육에서 온 것이지만 히포크라테스

(Hippocrates), 갈레노스(Galenos) 등 그리스와 로마의 의사들은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의 연구뿐 아니라 임상관찰을 통한 환자의 진료를 함께 실시했으며 철학, 

천문학, 수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쌓은 사람들이었다. 인체와 질병에 관한 

지식의 축적은 나날이 증가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발전시켜 가는 데 대한 세부 분

야의 전문연구의 분립이 불가피해져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양쪽의 세부전문화가 가

속되었다.

기초의학은 의학의 기본교육 및 연구 분야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을 위

한 의학이라는 사명과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의학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동식물학과 같은 생명과학과 생명체에 미치는 물질의 영향에 관한 과학과 

넓게 연계되면서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이루고 있다. 19세기 의학에서 기초의학은 

주로 생물과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인간에 관한 총체적 교육의 필요성이 제

기되어 20세기 초반부터 의학교육에 있어서 지게리스트(Sigerist)의 의학서설교육

을 비롯한 의학개론이 도입되었고, 20세기 중반부터는 사회의학, 심리학적 연구 성

과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행태과학과 행태의학의 형태로 기초의학에 포함되기 시

작하였다.

임상의학은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진단학이고 치료학이며 예방학이다. 기

초의학의 연구 성과가 환자의 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

으나 환자에 대한 임상적 관찰과 연구가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의 개발에 획기적

으로 기여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은 서로 긴 하게 연계하여 교

육과 연구가 진행된다. 학문연구의 발달은 오늘날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경계를 

없애기 시작하였는데 의학교육에서도 질병이나 문제단위로 기초와 임상교수의 통

합 강의가 실시되어 이른바 기초와 임상의 연결뿐 아니라 진료에서도 긴 한 협동

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구분되었던 전문분야 사이의 경계도 점

차 불분명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임상의학의 극단적인 세분화

는 환자 개개인의 전체를 이해하는 총체적 접근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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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지식은 경험지식에서 시작하여 근대사회를 거쳐 임상의학으로 발전했

고, 현재는 기초의학에서 임상의학, 공공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

식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수준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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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건축과정은 기획에서부터 건축설계, 허가, 시공, 그리고 준공으로 구성된다.16) 

이 과정은 건축주의 요구에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며, 건축사가 건축설계와 

감리에 책임을 지게 된다. 허가와 준공과정에 행정공무원과의 관계, 시공과정의 시

공회사와의 조율 등도 필요하다. 

[그림 2-4] 건축과정

건축설계는 인간생활과 공간과 기능을 엮어내는 작업이며 이 역시 건축의 삼요

소를 종합적으로 결합시키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예술, 구조, 그리고 기능에서 하

나의 요소만으로는 건축을 이해할 수 없고 각 요소들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해되어야 하며 건축의 예술성은 복합적인 의미로서의 조형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

된다.17) 건축과정 중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인 건축설계는 전적으로 건축사를 중

심으로 진행되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진다. 

16) 정순오; 정세환, 건축공학의 이해, 기문당, 2010, p. 10.

17) 이광노; 이정덕; 유희준; 윤도근; 송종석, 건축계획, 기문당, 2008,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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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건축설계과정

건축설계과정은 서로 다른 것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며 접근방법, 전략 그

리고 방법론들은 기술적이며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건축가는 설계과정에서 개별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을 이끌어 내는데 다양한 기본적인 과정으로 구성된 방법론적 원리에 기초한다.18) 

따라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

는 이론적인 방법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크게 건축설계의 진행방법, 

건축 프로그래밍 방법, 그리고 건축계획 결정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설계의 

진행방법은 단계별 진행방법을 의미하며 건축계획, 설계, 감리, 그리고 유지와 보

전을 포함한 절차를 의미한다. 건축 프로그래밍 방법은 건축설계를 진행하면서 일

어나는 각종 정보의 처리방법 즉 건축주 혹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

하여 각종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과 건축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결과물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의미한다. 건축설계는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형태와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물리적 형식을 구체화하는 과정

18) Jormakka. K., 김도년; 김지엽; 손세형, 이중원; 정동섭, Basic Design Methods, 건축 디자인 방법의 기초, 

시공문화사, 2012, p. 7.



제 2장. 전문가주의 예비적 고찰

31

이므로 건축계획을 조정하고 배열하고 구조화하여 도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건축물

을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계획은 건축물의 환경조건인 일조, 환기, 그리고 

소음 등을 다루는 환경물리 분야, 색채, 형태, 심미 등을 다루는 환경심리 분야, 그

리고 각 건축물의 유형에 따른 기능적이며 예술적 원칙들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다

루는 계획 각론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건축계획 결정방법은 건축공간의 기능적이며 

규모 또는 상호관계적인 합리화와 최적화를 구하는 것이다.19) 현대건축에서 설계

과정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유형이나 합리적 설계안이라는 하나로 정해진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설계방법은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건축가 

자신이 만드는 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

다.20) 설계과정을 통하여 가장 기초적인 아이디어가 발전하여 건축의 복잡한 부분

들로 구체화되며 건축가는 창의적 열정, 광범위한 통제와 조정, 그리고 배열의 기

술을 통하여 다양한 주체와 계획의 요구조건들을 종합한다.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종합하는 과정인 건축설계의 기

원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건축물이 나타나는 고대로부터 시작된다. 비트

루비우스(Vitruvius)는 건축 10서에서 기원전 1세기 전까지 그리스와 로마 건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서부터 건축설계를 위한 계

획의 요구들을 정립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당시 황제는 그의 후

원자였고 건축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후원자로부터 정식화되었다. 이후 모든 종류

의 예술가들 음악가, 시인, 화가, 문인, 조각가, 건축가들은 학자, 물리학자, 공학자, 

그리고 점성가들과 마찬가지로 후원자를 통해 건축이 이루어졌다. 산업혁명 이전

에는 후원자와 건축가 사이에 가치의 실질적인 동질성이 있었으나 산업혁명은 이

러한 안전한 관계를 변화시켰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건축설계가 복잡하고 광범위

한 자료와 요구사항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새롭고 다양한 건축적 유형들이 정부와 

지방행정단체, 그리고 기업가로부터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설계과정에서 

건축가에게 특정한 작품에 형태를 부여하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으며 건축가는 

양식적인 논쟁에 그들의 활동을 집중할 수 있었다.21) 따라서 건축가들의 작업공간

은 스튜디오가 되었고 그들의 교육은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 Arts)에 

19) 김정곤; 김용식; 서치로; 안형준, 건축학개론, 구미서관, 2008, p. 11.

20) 이광노; 이정덕; 유희준; 윤도근; 송종석, 건축계획, 기문당, 2008, p. 7.

21) Farmer. B., 장정제 역, Companion to Contemporary Architectural Thought(ed.), 현대건축의 사고, 시

공문화사, 2008,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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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1671년 프랑스에서 건축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으며, 

1785년 영국에서 조경학의 시발점으로 조원학이 시작되었고 1898년 도시계획학

이 시작되었다.22) 이후 현대 건축가에게 건축설계는 매우 광범위한 계획의 요소들

을 분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자 다양한 이익주체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건축을 수

주하여 완공하는 데까지 이르는 작업의 단계를 조정하는 일이 되었다. 건축설계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건축물의 실체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진료과정이 의사라는 전문가가 전 과정을 통제하며 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건축과정은 건축사, 건축주, 행정 공무원, 시공회사 등 다양한 사람

들의 단계별 책임으로 인하여 갈등과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건축사의 권

한에 한계가 있어 건축 전 과정의 조율과 통제가 어렵다. 법적으로 건축분야의 전

문가는 건축사이며 업무범위는 건축설계와 감리이다. 그러나 건축과정 중 시공과

정은 전체 과정 중 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정에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중요

한 결정적인 단계로 작용한다.23)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의 주체인 의사집단과 건축

과정의 건축사집단의 업무영역과 권위를 비교하면, 의사는 진료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반면 건축사는 건축과정 중 일부인 건축설계와 감리

과정의 업무에 한정된다. 이와 함께 의사는 허가된 면허권자로 의사만이 진료활동

이 가능하나 건축사는 건축설계의 허가권이 아닌 건축설계 행정에 관한 법적 자격

증이다.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건축사법과 국토해양부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 업무

와 기타별도 업무를 건축주와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2) 장정제, 건축설계제도의 이해: 건축의 표현, 시공문화사, 2015, p. 65.

23)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의 건축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의 적정대가는 예상공사비를 기준

으로 일정 퍼센트를 설계비용으로 산정하여 지불하며, 보통 공사비의 2.5%에서 5%정도이다. 한국의 건축 

설계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해 30에서 4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며 공공발주공사의 감리비 역시 공사비

용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2017년 5월 5월 건축사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공공발주공사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에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발

주공사에도 적정대가 지급을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 시 관련 업무를 건축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2017년 12월 

9일 이후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의 건축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의 적정대가 지급이 의무

화된다. 민간발주사업 역시 공공부문에서 정한 설계비와 감리비 기준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 

규정이 법제화됐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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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건축사가 행하는 설계업무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관리 업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공사감리업무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

국토 및 도시계획업무

별도업무

[표 2-10] 건축사 용역 범위와 건축 설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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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전문가주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다.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은 관련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종합하여 복합성

과 심도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명제지식과 응용지식의 단계보다 더 많은 지

식의 축적이 필요하다. 

전문가주의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다. 전문가가 나타나면서 전문가 수요가 발생하여 전문직이 성립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전문직의 공동 활동을 위한 단체가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으

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는 제도화 과정을 거치며, 이후 전문가주의 윤리규정 및 

공공성을 토대로 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정규교

육과정과 계속교육, 내부규율과 윤리를 통한 공공성 증대를 제공하게 된다. 전문가

주의는 최근 변화된 사회 환경으로부터 능동적 대응과 더불어 대중의 전문가주의 

불신의 회복, 그리고 도덕적 요소를 중심으로 전문가주의를 재구축하려는 논의들

이 나타난다. 

전문가주의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과 요소들은 전문성과 체계성, 

태도적 요건의 공공성, 그리고 구조적 요건의 배타성과 자율성 등이다. 전문성과 

체계성은 전문가주의 기본적인 배경과 공식적인 교육이 되고 전문가주의의 권위를 

형성하는 요소이다. 전문가주의 태도적 요건인 공공성은 전문가주의의 윤리와 집

단의 이데올로기 측면이다. 전문가주의의 구조적 요건을 나타내는 배타성은 전문

가 조직의 구성과 국가로부터 공인된 면허로, 자율성은 자율결정 및 자율통제로 나

타난다.

전문가주의의 전문지식의 범위는 지식의 복잡성과 심도에 따라 분야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의료분야의 학문은 진료의 경험적인 결과를 지식으로 만든 경험지식이

다. 일반적으로 진료과정은 의사의 진찰, 검사, 진단, 처치, 그리고 결정의 단계를 

거친다. 진료과정은 전적으로 의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진료에 대한 책임도 진다.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는 의사와 그 활동이 중심이 되며 의사라는 전문가가 전 과

정을 통제하며 책임을 지게 된다. 건축과정은 건축사, 건축주, 행정 공무원, 시공회

사 등 다양한 사람들의 단계별 책임으로 인하여 갈등과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노출

되며 건축사의 권한에 한계가 있어 건축 전 과정의 조율과 통제가 어렵다. 건축분

야의 전문가는 건축사이며 업무범위는 건축설계와 감리이다. 건축설계는 건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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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시공과정은 전체 과정 중 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정에서 경제적, 시간적

으로 중요한 결정적인 단계로 작용한다. 의사는 허가된 면허권자로 의사만이 진료

활동이 가능하나 건축사는 건축설계의 허가권이 아닌 건축설계 행정에 관한 법적 

자격증이다.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건축사법과 국토해양부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 

업무와 기타별도 업무를 건축주와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문가주의는 특정분야에 따라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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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가주의 형성과정

전문가주의는 유럽에서 탄생하여 국가가 전문가주의를 관리하는 조합주의가 강

하게 형성되었으며 영국과 미국은 이와 다르게 전형적인 전문가주의로 평가받는

다. 대표적인 전문가주의인 미국에서의 직종별 전문가주의 과정을 살펴보면, 19세

기 전후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과 유사한 전문가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러나 미국은 국가 주도의 조합주의적 유럽대륙과는 다르게 자율성과 민간위주의 

전문가주의가 정착하게 된다. 각 분야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문성의 분야와 내용

은 차이가 나지만 미국의 경우 근대국가 형성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의학, 치의학, 

건축, 토목 등을 전문직으로 인정하였다.24) 

 

전일직

업

훈련학

교

대학교

육

직업전

문협회

국가단

위전문

협회

주자격법
윤리코

드

의학 약 1700 1765 1779 1735 1847 1780이전 1912

치의학 18세기 1840 1867 1844 1840 1868 1866

건축 18세기 1865 1868 1815 1857 1897 1909

토목 18세기 1819 1847 1848 1852 1908 약 1910

[표 3-1] 미국 직종별 전문직화 과정의 정도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재정리

 

1980년대 이후 미국 전문가주의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소비자주의와 국가의 관

리주의 강화로 기존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권위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전문가와 소

비자의 관계가 전문가로부터의 일방적인 전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 나타나고 있다.25) 이러한 학문의 분화 및 통섭에서 의료와 건축은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등장하여 현대까지도 중요한 학문으로 유지되지만 의료분야는 많은 

24) 이강민; 성은영,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 38.

25) Emanuel. E. J.; Emanuel. L. L., Four Models of the Patient-Physicians Relationship,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 1992, pp. 12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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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와 세분화를 거쳐 다시 종합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건축분야는 기

술이라는 분야는 건축공학으로, 건축설계는 건축디자인으로 분류되고 세분화되어 

왔다. 

3.1.1. 서양 의료분야 전문가주의

 의료분야는 의학의 지식체계에 따라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의학의 분류체

계는 다음과 같다. 

 

항목 질병관 분류

중세이전
체액설

경험학파

사회계급에 따른 진료

의학 분류체계 없음

중세 기독교 질병관
수도원의학(도서관의학)과 유행병의학

내과와 외과 분리

근대
질병 자체로 인식

환자의 진술

18세기: 산과학, 조산학, 병리해부학

19세기: 외과학 발전으로 외과 내부 

분화

근대이후

병 자체에 관심

의료 테크놀로지 발달

질병의 사회적 측면

세분화, 전문화 가속화

예방의학

[표 3-2] 의학의 분류체계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학파에서 시작하였으며 당시의 의학이론

으로는 체액설이, 로마시대에는 경험학파와 방법학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중세시

대에는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수도원 의학이 나타나는데 기독교적 질병론을 사용하

여 질병을 죄에 처벌로 치료는 기도, 참회 등의 결과로 연관 지었다. 이 시기에 의

료분야는 외과와 내과의 분리가 나타났다. 이후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대학이 나타나면서 15세기 프랑스에서 일반의학을 생리학, 병리학, 치료학으

로 나누었으며 근대적인 질병관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임상의학이 탄

생되면서 물리적 검사, 부검, 통계학으로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의학과 실험실

의학으로 발전되었다. 외과에서 산과학과 조산학이 발전하였고 이어서 정신과, 소

아과, 노인병학, 매독학, 세균학 등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합리적인 치료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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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후 의학과 간호학이 더욱 분화되어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정신의학, 정형

외과, 신경과학, 물리요법 등 새로운 전문의학이 발전하였다. 근대 이후에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검사 및 진단, 복잡한 의료기구들의 발달로 각 분야별로 세

분화되었고 전문화되는 현상을 촉진시켰다.26) 

한 사회의 의료체제는 그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와 복지 수준, 국가의 개입, 

그리고 기술적, 과학적 자율성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형성되므로 의료체제의 유형

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27) 

유형 다원적 분권화 중앙집권화 사회주의

정의
주로 단수 

소비자

피보험자로 

보장을 받는 

소비자

국가의 보조를 

받는 소비자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정부 역할 보조적/간접적 중심적/간접적 중심적/간접적 국가의 전횡

보험 운영 제한적 간접적 직접적 직접적

보험료 지불 제한적 간접적 직접적 직접적

의료 시설 민간/공공 민간/공공 대체로 공공 전적으로 공공

의료 접근성 불간섭 보장 보장 보장

사보험유무 허용 허용 허용 불허

협회 역할 매우 강력 강력 약간 강력 미약/없음

의사 재량 충분 충분 충분 불충분

[표 3-3] 의료체제의 유형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근대의학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이미 고대 이집

트를 위시한 고대 문명기의 의학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임상의학

의 급속한 발전과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의료분야의 전문화와 세분화 경향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 중 임상의학분야의 전문화는 환자의 특성, 질병의 특성, 질병 

발생의 장기계통, 의료기술의 특성 등 여러 분과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러

한 지식의 전문화를 바탕으로 유럽대륙에서 자생적인 의료전문가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독일의 실험실 의학의 발생과 더불어 유럽대륙에서 국가를 중심

26) 이종찬,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명경, 1995, pp. 130-198.

27) 박호진, 한국 의사의 탈전문화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2008,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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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조합주의적 의료전문가주의가 형성되었다. 

유럽대륙의 전문가주의와 대조적으로 미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국가의 개입

을 최소한으로 하고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전문가주의가 형성되었다. 

미국의 의사들은 이전 시대의 다양한 계급 구성원들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점차 

동질적인 계급으로 변모하면서 배타적인 의료의 독점권을 주장하고 실현하게 되었

다. 즉 산업자본주의의 형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재편되면서 교육을 

무기로 의사라는 전문가주의가 탄생되어 의료지식을 독점하였다. 사회분업구조 내

에서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집단적 사회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미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정규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 집단과의 경쟁 속에

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19세기 중반까지도 의학은 환자에게 실제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초기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대중

의 개념이 생겨났고, 이들 대중에게 의학 지식은 실용적으로 이해되고 활용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이 속에서 과학의 발전에 따른 의학의 복잡성에 대

한 대중의 이해, 과학적 의학화로 인한 의학 자체의 성공, 정규 의사들의 내부 자격 

조건 강화, 그리고 정규 의사들의 비전문가 분파 집단과의 정치적 제휴 등의 노력

이 있었다. 정규 의사들의 내부 자격 조건 강화는 의학교육, 의사단체, 면허제도로 

발전되면서 구성원들을 동질화시키며 진행되었고, 그 결과 1765년 필라델피아에 

최초의 의과대학이, 1810년에서 1850년까지 미국 전역에 42개의 의과대학이 설

립되었다. 1766년 뉴저지에 최초의 주 의사협회가 조직되었으며 1847년 미국의사

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학교육기관의 개혁이 나타났는데 1904년 의

학교육위원회(Council of Medical Education)를 설치하고 1910년 카네기 교육진

흥재단에서 의뢰한 플렉스너(Flexner) 보고서를 통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했다.28) 

교육개편과 더불어 의사의 면허제 정착과정은 면허제 폐지 및 입법화를 거듭하며 

분파주의자들과 정치적으로 제휴하고 의료전문직으로 편입시켜주는 등 복잡한 역

사적 과정을 겪었다. 이를 통해 의료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아 전문

가주의를 확립하게 되었다.

28) 폴 스타; 의료정책연구소, 미국의료의 사회사, KMA 의료정책연구소, 2012, pp. 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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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서양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서양에서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는 기원전부터 전문직화가 된 오래된 직종이며 

본격적인 근대적 의미의 전문가주의는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다.29) 이 시대에 건축의 전문지식이 축적되면서 지식이 이론화되기 시작되었다. 거

장들이 등장했고, 국가 중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그리고 감리를 담당하던 이들은 

길드의 조직을 통해 집단화하였으며 전문직업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국가는 이들

을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하고 독점적 업무를 부여하였다.30) 건축분야 전문화 요인

은 시장 변화, 전문지식 변화, 건축교육 변화, 건축설계과정 변화 등이다. 19세기 

영국에서 건축분야 전문가주의가 확대된 배경에는 산업혁명을 통한 공업화와 도시

화로 인하여 건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대규모의 도시와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의 수요가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량생산과 분업화로 인하여 기

술혁신과 전문지식이 세분화되었다. 이전의 소규모 지역경제 중심의 시장에서 국

가 경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후에는 세계경제로 

확대되었다. 영국 건축사 협회의 설립은 건축설계분야 전문가주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하나는 건축전문단체를 통하여 전문연구 및 전문성을 높이는 환

경을 위하여 교육과 회원들을 통제하였고, 다른 한 가지는 건축설계 영역에서 배타

성을 확보하여 건설업 등 주변 타 영역으로부터 건축사를 보호하는 역할이었다. 전

문가주의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회원자격을 위한 건축사 면허시험과 자유로운 대

학교육으로 인한 학문의 전문성과 이론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단순한 전문 실무지

식의 전수에서 건축 및 교양교육을 포함하는 전문가주의 교육의 바탕이 되었다. 전

문지식의 변화는 축적된 노하우의 전수에서 건축설계 직능분야의 전문지식이 등장

하고 새로운 용도, 규모변화에 의한 신기술,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 확대 등 새로운 

대규모 복합용도의 기술이 요구되었다. 현장에서 전수하던 건축교육이 이론화되어 

대학교육으로 변화하였고 건축교육인증제도와 계속교육으로 제도화되고 확대되었

다. 건축실무의 변화는 현장제작방식에서 투시도 및 도면, 그리고 협력설계 방식의 

요구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 전문직 조직은 자율성과 배타성을 획득하

면서 전문가주의를 확립하고 현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9) 최태숙, 건축설계직능의 전문화 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6, p. 68.

30) 최태숙; 전영일,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건축직능의 전문화 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3), 

200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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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단계 과정 내용

15세기

이전
미분화 건축 직능 혼재

설계, 관리, 건설, 기술 업무 미분화

축적된 노하우 전수, 현장에서 전수, 현장 제작 방

식

15세기 분화

건축전문지식 

확산

지식 수요 확대, 지식 창출 확산, 지식 축적

이론서에 의한 교육 가능

건축 설계 직능 

분화

지식 대중화, 개인 전문영역 개발, 독자적인 지식 

확보

투시도, 도면에 의한 설계 등장

건축설계직능 분야 전문지식 등장

19세기 제도화

건축 설계 전문직 

등장

전문지식 수요, 시장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문직 성립, 새로운 용도, 규모 변화에 의한 신기술 

요구

타 분야 전문가와 협력 필요, 관련 기술자와 협력

설계

건축 설계 전문직 

단체 설립

비전문가와 구분 필요

전문지식에 기반한 서비스 판매, 시장 이용 능력 

확보

건축사 협회 

제도화

전문직단체 중에서 국가로부터 인준을 받은 단체

국가로부터 독립적 지위 확보

건축사 윤리 규정
반사회적인 요구에 대한 거부

전문가는 공익 고려 의무

건축사 교육 

제도화

전문지식을 확대와 업무영역 확대 도모

장기간 정규교육과정 이수, 지식 복합성 증가

건축사 면허 시험

국가가 인준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기 위해 면허

시험 의무화, 건축사 면허시험 내용을 대학교과 과

정에서 교육

대학에서 건축 

교육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건축사 등록법 건축사 등록 의무화, 건축사 자격 통제 법제화

20세기 제도화
건축 교육인증 

제도화

각 지역별 건축사와 전국 활동 건축사 상호인정에 

관한 제도화

건축교육인증제도 시행, 국제 건축사 상호인정제도 

토대

1990 이후 세계화 국제 기준 건축사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지식의 확대, 지속

적인 지식 창출과 혁신, 건축사 계속교육 의무화

신기술 발전, 건축물의 복합용도와 규모에 따른 새

로운 요구, 타분야 전문가와 협력 설계

[표 3-4] 건축설계분야 전문가주의 발전과정

(건축설계직능의 전문화 과정에 관한 연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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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분야 전문가주의의 성립은 획일적인 과정이 아니며 서양의 국가마다 다

르게 나타나서 미국과 영국 이외의 다른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료제도로 전문직을 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영국과 미국은 관료주의에 반

대하면서 시민 사회로부터 전문가주의가 형성되었다. 19세기 미국은 건축설계 전

문직 등장을 통해 전문직 단체 설립, 협회의 제도화와 윤리규정 확립, 교육의 제도

화, 면허 시험 제도 시행, 대학교육, 건축사 등록법 등을 시행하는 전문가주의가 형

성되었다.31) 미국에서 대학은 모든 전문직의 존재 기반으로 작용하여 건축가들은 

스스로 학교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려 하였고 전문성의 증거로 추상적이며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였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건축가들은 건축학교와 사무소

실무와 함께 유럽 건축사무소에서의 경험이 일반적이었다. 그 결과 미국의 건축교

육은 프랑스 에꼴 드 보자르(Ecole des Beaux Arts)의 교육방식에 큰 영향을 받

아 1893년 프랑스 교육이 미국 학교에 보급되었고 프랑스의 건축이론이 직접적으

로 유입되기도 하였다. 

 

요소 내용

교육

MIT(1860), 일리노이 대학교(1867), 코넬대학교(1868), 9개 건축학교

(1898), 

20개 건축학교(1911), 미국건축학교교육협의회(ACSA, 1912), 52개 건축학

교(1930)

협회

비트루비우스 뉴욕 워크숍(Workshop of Vitruvius, NewYork, 1803),

AIA(1836), AIA(1857), 지역 지부 체계(System of Local Chapters, 

1867),

MAA(1884), MAA와 AIA통합(1889)

면허
일리노이 건축사 면허법(1897), 미국 건축사 등록원(NCARB, 1920),

미국건축인증원(NAAB, 1939), 모든 주에서 자격증법 완료(1951)

윤리강령 AIA직능 윤리법(AIA Professional Code of Ethics, 1909)

[표 3-5] 미국에서 건축의 전문화 과정

 

31) 최태숙; 홍석주, 건축설계직능의 전문화와 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11), 2008,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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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초 건축학과는 1860년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 설립되었고, 1967년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1868

년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 등도 건축학과를 설립했다. 미국건축사협회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1857)는 13명의 건축가를 중심으로 

1857년에 설립되었는데 협회는 건축교육의 기준을 만들고 정규교육하는 학교들을 

인정하는 노력을 한 단체이다. 이후 1866년 건축 설계 대가 기준을 작성하고 업무

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1897년 건축사를 법률용어로 규정하였다. 미국건축사등

록원(NCARB: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은 1919

년 미연방 건축사 자격기준의 통합된 제도적 법적 과정을 관장하게 되어 지방자치

제 내에서 미국만의 교육, 실무수련,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등록, 계속교육 등 건

축사 전문가주의의 중요한 교육 및 등록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미국의 건축가 

자격의 인증과 등록은 19세기 말경 제도화되어 1897년 일리노이(Illinois) 주를 시

작으로 건축실무에 관한 규제가 성립되었다.32) 20세기 초에 이르면 대규모 건축물

과 대형설계사무소가 출현하면서 설계실무에 대한 세부전문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분야와의 협력이 일반화되면서 복합시설건축물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에 미국은 각 주별 건축사 인증제도를 확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 제도를 설립하게 되었다. 건축설계분야의 전문가주의는 체계의 성립 

및 제도화를 거쳐 세계화되면서 건축교육과정과 접하게 연관되게 되었다. 

32) 이강민; 성은영,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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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 전문가주의 형성과정

한국 내 전문가주의는 그 시작이 서양과는 다르며 서양의 전형적 전문가주의의 

특징들이 모두 국가에 의하여 형성되고 조정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 의료분야와 건

축분야 전문가주의의 형성과정과 현황 등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그 특징과 변화 등

을 살펴보았다. 

3.2.1.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

일본 및 한국 등 동양 사회에서는 서양에서 근대사회에서 나타난 전문가주의가 

1900년 전후 수입되었고, 특히 한국은 일본을 거치면서 일본화된 전문가주의가 수

입되었다. 한국의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조합주의적 전문주의로 국가 중심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됐으며 의사집단의 조직도 자생적이 아닌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

져 자율적 통제보다 국가의 감독과 규제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한국 의료분야의 체

계는 일본과 더불어 서양 선교사들의 서양의학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두 갈래의 서

양의학이 정착되어서 일본과 함께 서양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적게 받은 분야이다. 서양의학이 수입되던 당시 

대한제국의 의사규칙에서 의사는 한의사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규칙의 

의료 활동에 의무조항을 규정하여 한의사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병존시켰으며 이러

한 정책은 그 후에도 지속되었다. 즉 기존 한국의 의료전문직은 전통 한의학에 근

거한 한의사였지만 근대국가 형성 이후 서양의학의 수입과 지배로 인하여 서양의

학에 근거한 의사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1876년 일본인과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의료 전문가주의가 유입되었고 1899

년에는 관립의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양의학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신뢰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서양의학 교육은 병탄 이전부

터 실시되었고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부여하였다. 일본 총독부는 1916년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의학교육과 대학이 연계된다. 한국 내 최초의 의사단체는 

1908년 결성된 의사연구회이며 주요 활동은 의사법 제정의 건의로 전문직으로서 

기준과 독점적 영역과 신분을 갖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서양식 의사 제도의 도

입은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고 의료법에 의해 모든 의사는 의무적으로 민간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의료정책은 국가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의사

집단의 조직도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의사협회 자율적 통제보다 국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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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달된 상태이며,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조합주의적 전문가주의로 정부

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평가된다.33) 

의학교 대학연계 지방협회 전국협회 국가면허 윤리규약

1886 1916 1915 1945 1908 1961

[표 3-6]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 과정

한국의 근대적 의료체계의 형성과정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전 시기, 1977

년에서 1989년의 의료보험 도입과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사이기, 1989년 전국민의

료보험의 실시 이후 등 의료보험의 도입을 기준으로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전 시기에는 해방 후 도입된 미국식 의료체계로 대부분

의 의료서비스를 민간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원의료체계를 정착시키고 자유시

장체제와 시장논리에 맡겨놓았다. 이러한 상태는 의료분야에 외부요인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부재하여 의사 전문가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작용하여 1952

년 국민의료법 개정으로 단일한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1960년대 전문의제

도를 공인하여 1970년에 전체 의사의 28.2%가 전문의 자격 취득하면서 전문의 중

심의 의료체계가 확립되었다. 전문의제도의 확립은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

승하게 되며 배타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의 독점을 보장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

문가주의 관점에서 보면 의사와 전문의 과정의 연결로 의료분야 전문가주의가 더

욱 확고하게 정착되게 되었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과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사이기는 한국 경제가 수

출중심의 산업화로 인하여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었고 정부는 국민

회유책으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의 보험료 기준이

나 지불방식 등이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의료보험은 의사에게 환자의 유효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의료자원의 확대공급을 유도하게 되어 새로운 의료발전의 발판이 

되었다. 자본투자로 인하여 규모가 확대되어 기존의 개인의원 중심에서 병원중심

의 의료체계로 변화되었다.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 인한 수가통제방식과 요양취급

기관의 지정 등 획일적인 시행으로 병원들은 저수가의 박리다매 진료로 유지하여

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비보험 수가 영역의 개발과 특정 

33) 김택중, 한국의 의료 전문직과 식민지 근대성의 유산, 인제대학교 석사논문, 2007, pp.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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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선호가 나타났다. 병원과 의사의 분리가 발생하면서 의료분야의 전문가

주의는 자본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이후 시기는 1988년 농어촌,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확대되어 전국민의료보험체제가 성립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시민사회

의 소비자주의가 나타나서 의료소비자들의 권리, 정부의 규제, 그리고 자본의 투입

으로 의료 전문가주의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면서 전문가주의의 약화가 가속

화되었다. 특히 대기업의 의료시장과 병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병원의 대형화, 고급

화가 되면서 최신의 고가 의료장비 구입과 교육병원의 이점을 이용하여 민간기업

으로 전환되어 이윤획득에 집중하게 되었다. 의료보험의 확대로 인한 의과대학의 

증설과 대학병원의 환자집중으로 의료분야의 내부경쟁은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88년 한국 정부는 

155개 전문직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을 추진하였는데 자율징계

권과 회원등록업무 등을 국가로 환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2000년 의약분

업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의사들을 전문가 보다는 경제적 이익 단체로 인식하게 되

면서 대중의 신뢰를 상실하는 등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의 약화가 가속되었다.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 특징들은 개업주의, 엘리트주의, 배제주의, 그리고 조합주의

로 그 결과 의료서비스 소비 및 치료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외부성 

등이 나타난다. 한국 GDP대비 총 의료비 비중은 1980년 3.4%에서 2006년 6.4%

로 크게 증가할 정도로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의료 면허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부경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진료를 통한 

사회의 공공성 추구보다 경제적 추구를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34)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1900년경인 수입 초기에는 전문가주의가 국가에 

의하여 도입되어 의사집단에게 주어진 상태로 자생적인 조직형성이 필요한 서양과

는 다르게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쉽게 정착되었다. 이 시기에 필요한 전문가주의 요

소는 전문성이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진료에 집중한 시기였다. 1977년 이후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국민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하여 정부와 새로운 관계가 발생

하였다. 의료보험을 통한 정부의 규제는 전문가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인 감수에도 

불구하고 점차 가중되었으며 이는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의 자율성 감소로 이어져 

전문가주의의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현대아산의료원과 삼성의료원의 개원

34) 조병희, 국가의 의료통제와 의료의 전문화, 한국사회학 24, 1992, pp. 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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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기로 의료분야에 경영이라는 부분이 도입되었고 원칙적으로 의료분야는 공공

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 내부의 경쟁 등이 심화

되면서 전문가주의의 약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내부의 문제는 1999년 의

약분업 사태를 통하여 극명하게 표출되었고 의료분야 전문가가주의는 국민들에게 

공공성을 바탕이 아닌 사회경제적 이익집단으로 비춰지면서 전문가주의는 더욱 약

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서양의학이 도입된 

시기 정부에 의하여 주어진 상태에서 내부조직과 교육체계를 통한 의학의 발전과 

전문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1977년 근로자 의료보험에 이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면서 정부의 규제의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989년 대기

업의 경영 및 수익을 위한 의료경영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의

료분야 전문가주의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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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한국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한국의 건축은 식민지시대 이전의 전통건축에서 일본 식민지시대 일본에 수입된 

일본건축과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양건축이 이식되고 편입되어 진행되어 왔다. 근

대 한국의 건축교육기관은 1907년 공업전습소로 건축은 목공과에서 교육했으며 

이후 1916년 조선총독부 관립 1916년 경성공업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일본 식민

지 시대에 유일한 고둥교육기관인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출신은 졸업 후 유학

을 하거나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사회에 진출한 이들은 민간에서 건축설계

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사학이나 개인 사무소로 진출하여 건축계를 이루게 되었

다. 해방 직후 미군정이 통치는 일제 총독부 8국1방의 기구를 이어받아 시작하였

으나 이 후 많은 변천이 있어 기술인의 부서 증설로 다수의 건축가가 관계에서 활

동하였다. 대학교육의 시작은 1943년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이후 1949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사립학교인 동아고등공과학원

이 1945년 건국기술전문학교로, 1948년 한양공과대학으로 개편되어 건축공학과

로 시작하였다. 건축공학과는 일본학제의 영향으로 공과대학 내에 설치되었으나 

건축공학과와 더불어 예술지향적인 건축학과, 건축미술학과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건축학과 설치 대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35)

한국에서 건축단체는 건축가 전문직의 자연스러운 성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식

민지 시대 일본 총독부의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성립되었다. 1922년 식민통치기구

의 관료들 중심으로 관변단체 성격의 조선건축회가 결성되었다. 1945년에는 조선

건축기술단이 설립되었다. 이들 단체는 건축가 전문직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가수립과 국가 재건이라는 절대과제 아래 친정부적인 성향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계몽적인 특징을 드러냈다. 대한건축학회는 1950년 조선건축기술단

과 조선건축기술협회를 전신으로 학회로 다시 발족하였는데 기존의 단체와는 다르

게 학계와 관계(官界)가 주축이 되었다가 1960년대 점차 학계 중심으로 변화해 갔

다. 1957년에 설립한 한국건축작가협회는 1959년 한국건축가협회로 명칭을 변경

하고 1963년 세계건축가협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가입하여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가 되었다. 1960년대 건축사법 제정과 제 1회 건축사자격시험에 관

한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의 연계 및 대응에 대한 갈등이 진행되었다. 

35) 이강민; 성은영,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p. 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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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우리 학회는 유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식의향상과 학

문적 연구를 촉진시키고, 

주요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

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

며, 사회의 급속한 변화요

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국가정책의 개선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건축가양성, 권익

보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

목을 도모하고, 국제건축가

연맹(UIA)의 가맹기구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건축에 

관한 지식, 경험, 정보의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사

회공익에 이바지함으로써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

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

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

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

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

도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및 건축정보화

건축에 관한 강습회, 강연

회, 간담회, 전람회, 견학회 

등 개최

건축에 관한 계획·감독 및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 공

공기관 프로젝트 의뢰

건축교육의 선진적 실천, 

교육내용 및 과정의 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행정·재정·사업 

관련 등의 조사 연구

건축관련 인증사업

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필

요한 사업

건축가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 증진

건축가 직능에 관한 연구 

및 지원

건축가 계속 교육 및 전문

교육에 관련된 사업

국제기구 참여 및 국내 ․ 
외 관련단체와의 협력과 교

류

건축에 관한 국내 ․ 외의 

정보 수집, 보존 및 교류

건축에 관한 연구 및 도서

발간

건축과 관련 산업 간의 조

율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대 

사회 홍보 및 참여

대한민국건축문화제 및 건

축 관련 행사 개최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업무

건축사업무실적,

감리자 모집 및 지정 업무

건축사 등록 업무

건축사지, 건축문화신문,

한국건축문화대상 업무

건축사 자격시험 및 예비시

험 업무

건축법령 및 제도관련 업무

교육관리 업무

건축사 공제관련 업무

정회원

준회원

정회원(KIA) 

준회원(AKIA) 

학생회원(SKIA) 

명예회원(HKIA) 

후원회원(CKIA)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

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

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

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

회원, 학생회원이 있다.

[표 3-7] 한국 건축 관련 협회 비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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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그리고 건축학회 3단체는 외형상 건축사협회가 법적인 

건축사들의 단체이고 건축가협회는 작가로서의 건축가들의 협회이며 건축학회는 

학문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단체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 전문가주의로서의 건축

가의 의무와 권한 측면에서 보면 이들 단체들의 성격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의 부조화로 인하여 건축가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며 이

러한 문제점은 3단체의 출현시기인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나타났다고 할 수 있

다.36) 

건축사 협회는 1946년 조선건축사협회가 설립되어 건축사법 제정, 건축대서사

에서 건축사 명칭과 건축사자격증 자격획득을 위한 노력을 하여 1963년 건축사법

이 공포되고 공식적으로 1965년 대한건축사협회가 설립되었다.37) 

건축학교 대학연계 협회 학회 국가면허 윤리규약

1907 1943 1922 1950 1965 1965

[표 3-8] 한국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과정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는 교육체계성, 협회 및 학회 조직의 구성 등 배타성, 그리

고 공공성 등은 의료분야와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국가면허를 통한 배타성은 

의료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늦게 정착되었다. 이는 기존의 건축가라는 건축분

야 전문가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건축사라는 배타성을 갖는 전문가주의 조직의 형

성이라는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후 건축분야는 건축가와 건축사가 공존하

는 독특한 구조가 형성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건축분야는 현행 건축사법이 공포되기 이전까지 건축설계자의 자격에 관한 법령

은 없었고 건축설계는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건축설계에 관한 행정업무는 일제 강

점기에 조선대서사취체규칙에 의거하여 건축행정서사가 현재의 건축허가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다.38) 한일합방 이후 건축 활동은 일본 업체의 일본 기술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인 업체들은 재도급 정도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식가옥은 

거의 중단되다 시피 하였다.39) 힘든 여건임에도 한국인들이 건축분야 여러 계층에

36) 송율, 제도와 이념, 건축역사연구 2(8), 1995, p.123.

37) http://www.kira.or.kr/jsp/main/06/04.jsp

38) 건축사협회, 건축사 협회 30년의 발자취, 건축사, 1995, pp.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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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한국인 활동의 제지를 위하여 건축사무소 개설을 위한 유

자격제도 도입이 거론되었고 1930년대 말 건축대서사제도 신설을 공포하였고 

1941년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40) 조선에서 건축분야의 국가 인정 자격이 생긴 

시기에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일본에서는 건축사법이 1914

년에 시도되어 1951년에 제정되었다. 식민지인 조선에서는 일본보다 빠른 1938년

에 건축사법의 일종인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이 제정된 것은 실제 건축법과 근본적으

로 다른 법안이었고 전쟁수행을 위하여 식민지의 신축행위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었다.41) 즉 1930년대 한국을 병참기지화 하면서 다양한 일본이 통제

령을 내린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건축대서사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 대한

민국의 형성,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혼란한 사회 상황으로 1965년 건축사법 

제정 전까지 시행되었다. 새로이 시행된 건축사 자격시험은 전문영역에서의 배타

적 권한을 부여받는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이 제도화되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대외경

쟁력 확보와 그 실현을 위하여 대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비경쟁적인 시장형태가 

관행화되어 시장구조나 거래형태면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의 지속이 어

렵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과 건설 분야도 획기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담합 

및 독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정부는 1975년 말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0년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19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에 근거해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 조항을 가격규제 폐지

라는 명목 아래 일괄 폐지를 시행하였다. 이후 법률적 규제는 2003년 설계 및 감

리비에 대한 카르텔의 건축사협회 제제로 나타났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업무 및 보

수기준이 사업자단체에 의한 일종의 가격담합으로 판정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폐지됐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제정돼 현재 적

용중이다.42) 

39) 김란기, 해방직후 건축계의 활동과 성격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6(3), 1997, pp. 115-117.

40)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의 태동 과정과 의의, 건축과 사회 25, 2013, pp. 42-45.

41) 송율, 같은 논문, p.124.

42) 국토해양부 고지 제2011-750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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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1975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99 카르텔일괄정리법

2003 설계 및 감리비 카르텔의 건축사회 제제

[표 3-9] 전문가주의 정부 규제

 한국의 건축분야는 전문가주의가 도입된 후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을 위한 건축

사들의 경쟁으로 이후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크게 변화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교

육체계의 변화로 새로운 전문가주의의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의 건축설계분야는 

2000년대 세계화 이후 건축학 교육인증으로 5년제 학부 중심의 새로운 교육체제

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한국의 

건축설계분야 전문가주의는 의료분야와 유사하게 1900년경 서양에서 도입된 초기

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건축사법을 통한 배타성 확보가 진행되었다. 

이후 내부의 경쟁과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공공성과 자율성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2007년 이후 건축학 인증이라는 교육체계의 변화로 새로운 전문가주의의 양상이 

나타났다. 

최근 건설 회사들의 시공과 건축설계교육을 결합하는 시공범위 및 업무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건설공사의 시공사는 기존 660m2에서 

200m2까지로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의 인력부족이 나타

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43) 이러한 건설회사들의 전문성 강화는 건축설계분

43) 기존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제41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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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까지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건축설계는 건

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사를 20인 이상 고용한 법인의 경우는 예외가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가 약 3만평

이상이거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경우에 한해서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다. 건

축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사가 감리업무 등을 통해서 설계

도에 맞도록 양질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막대한 자본금에 의한 

마구잡이식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

우라면 건축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시공은 시공사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시공회사인 건설회사의 건축설계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44) 이러

한 건설회사의 요구에 건축설계의 전문성 강화는 건축설계와 시공의 분리를 더욱 

명확히 하고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건설회사의 건축설계의 법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건축설계분

야의 일반화된 건축설계 영역과 더불어 고도의 전문화와 세분화된 영역을 구축하

게 되면 담합의 배제, 공정성, 건축설계의 전문성,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문가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그 결과 시공분야의 업무영역에 건축설계 포

함하려는 의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2017.12.26.>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44) 고영선; 김두얼; 윤경수; 이시욱; 정완교,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9, pp. 

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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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2005. 3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 과제로 겸업 허용 문제를 선정

2006. 8
건설교통부차관 주제 정책의제점검회의:

겸업 허용방침을 결정

2007. 7

건설교통부 주최 자문회의: 단계별 겸업 허용방침을 결정

1단계(2009년): 공공기관 발주 건물

2단계(2012년): 민간 발주 16층 이상, 연 3만m2이상

3단계(2015년): 전면 허용

2007. 12

건설교통부(건설경제과)가 2006년 말 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건설업체

의 건축설계 겸업 금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종료

건축설계업계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연구원이 종공 주최한 전문가토론회의 

개최 자체를 저지

2008. 4 국토해양부(건설정책과): 민간으로 구성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발족

2009. 2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발표, 겸업규제 폐지

를 권고

1단계(2010년): 공공공사 및 민간턴키공사에 대해 겸업 허용

2단계(2012년): 전면 허용

2009. 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건축사무소 명칭사용 의무규제 폐지 및 대표자격 

규제 완화를 권고

일정 수의 건축사를 채용하여 건축사와 공동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대형 건축물, 턴키공사(공공공사)에 한해 설계업 허용

2009. 6. 

30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개정: 법인이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하

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

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8. 

31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대표자격이 완화된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신설: 제23조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표 3-10] 건설업의 설계 겸업 허용에 관한 논의과정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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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 전문가주의 특성

전문가주의는 속성들과 특징들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각 나라와 전문분야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국가와 분야에 따른 전문가주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역

사적으로 한국보다 먼저 전문가주의가 형성된 미국의 전문가주의 속성들과 한국 

내 전문가주의의 대표적인 분야인 의료분야를 기준으로 한국 건축분야의 전문가주

의를 분석하였다.

요건 의료분야 건축분야

미국
민간자율

면허제

민간자율

자격등록제

한국
국가규제

면허제

국가규제

자격등록제

[표 3-11] 전문가주의 비교 매트릭스

국가별 전문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차이점은 전문가주의 형성과정이 자생적

인 전문가주의인가 혹은 외부에서 수입한 전문가주의인가 여부와 국가의 통제 및 

규제의 정도 정도에 따라 나타난다. 서양에서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부터 나

타나기 시작하여 근대사회에서 본격화된 전문가주의는 한국과 일본 등 동양 사회

에서는 수입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특히 한국은 서양에 의하여 직접 수입된 전

문가주의가 아닌 일본을 거쳐 변형된 전문가주의가 수입되었다. 국가별 의료분야

의 전문가주의를 비교하면 영국과 미국은 전문적 지식을 근거로 업무를 정의하고 

결정하며 경쟁자로부터 보호하고 독점적 역할을 부여하고 신임하는 국가의 역할을 

하는 전형적 전문주의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전형적인 전문주의에서도 민간을 중심

으로 국가의 역할은 최소로 하는 전문가주의가 형성되어 왔다. 유럽대륙에서 전문

적 지식의 발달과 형성과정은 전형적 전문주의이나 국가 주도의 조합이 형성된 전

형적 전문주의의 변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다르게 한국은 국가가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무면허 의사들, 약사들로부터 의사집단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

지 않으면서 의료의 질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의료보험을 통한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한국의 의료분야 전문주의는 조합주의적 전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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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 주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또한 의사집단의 조직도 국가 주도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그에 맞춰 전문주의 윤리가 제정되었으며 의사조직의 자율적 통제보다 

국가의 감독과 규제가 발달되었다.45) 

미국 한국

자생 외국수입 

국가최소 국가통제 

민간주도 국가주도

전형적 전문주의 조합주의적 전문주의

[표 3-12] 의료전문가주의 비교 

한국 내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문제점들은 건축사를 전문가라기보다는 집을 짓

는 사람 또는 법적 수속을 위한 행정 대리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건축

허가절차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적 자유 재량권 강화와 같은 행정상의 문제, 

건축사 선정방식에서 비전문가 심사위원의 포함, 창작과 공공성 심의에 대한 업무 

구분의 모호함으로 인한 공정성의 훼손 및 저작권 문제, 수도권이나 대형회사로 인

력이 편중되는 건축설계인력의 불균형, 그리고 저가의 건축설계 보수대가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전문직 서비스 자격규제의 이론적 검

토 등 국가의 규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주의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은 인정하

면서도 정보의 비대칭성, 최소품질규제의 필요성을 근거로 자격규제, 시장진입규제

와 배타적 권리부여, 면허제도, 가격규제, 광고를 통한 영업활동규제, 그리고 영업

조직규제 등을 시도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건축분야는 건축사 진입규

제와 면허 및 교육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46) 한국 건축사 규제지수의 비교

는 다음과 같다.

45) 이수연, 국가, 의사집단 그리고 전문주의, 사회복지연구 21, 2003, pp. 145-147.

46) 고영선; 김두얼; 윤경수; 이시욱; 정완교,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9,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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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항목 규제지수 순위 중위값

종합지수 2.5 8 2.1

진입규제 4.2 5 2.9

면허규제 6.0 1 5.3

교육요건 4.6 4 2.3

쿼터 및 경제적 

수요심사
0.0 4 0.0

행위규제 0.8 13 0.8

조직형태 및 전문직 

간 협력 관련 규제
0.0 8 0.0

광고규제 0.0 12 0.0

가격 및 요율 규제 2.0 6 0.0

[표 3-13] 한국 건축사 규제지수

건축사 면허는 의사 면허와 다르게 자격등록제인데 현재까지 건축과 졸업생의 

평균 10%정도의 합격률로 진입규제가 높고 건축사 면허를 위한 내부경쟁이 심화

되어 있다. 유럽 국가들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또는 졸업과 수련 후 면허 발급이 

되며, 미국은 한국과 유사한 면허제도이나 취득률이 60% 정도로 한국보다 높다. 

한국의 건축분야에서 건축사와 연관된 건축 관련 자격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기술사(4), 기능장(2), 기사(3), 산업기사(6), 기능사(14) 등 29개 종

목이며 건설 관련 자격종목 중 건축과 관련 있는 종목은 건설 안전기사, 콘크리트

기사 등이다.47) 기술사와 준전문가들의 자격으로 인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축소

와 혼선이 가중되어 건축사의 업무가 행정대리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

난다.

47) 김성진, 건축 관련 자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한건축학회지 60(3), 2016,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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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전문가주의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전문가주의는 서양의 유럽대륙에서 탄생하여 

국가가 전문가주의를 관리하는 조합주의가 강하게 형성되었으며 이와 다르게 영국

과 미국은 전형적인 전문가주의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전문가주의인 미국에서 

19세기 전후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과 유사한 전문가주의 과정을 거치게 되

면서 자율성과 민간위주의 전문가주의가 정착하게 된다. 각 분야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문성의 분야와 내용은 차이가 나지만 미국의 경우 근대국가 형성 과정의 초

기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인정하였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전문가

주의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소비자주의와 국가의 관리주의 강화로 기존 전문가로서

의 역할과 권위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전문가와 소비자의 관계가 전문가로부터의 

일방적인 전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전형적인 전문가주

의가 형성되었다. 미국의 의사들은 이전 시대의 다양한 계급 구성원들로 구성되었

던 것과 달리 점차 동질적인 계급으로 변모하면서 배타적인 의료의 독점권을 주장

하고 실현하게 되었다. 미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정규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비

전문가 집단과의 경쟁 속에서 교육개편과 더불어 의사의 면허제 정착과정은 면허

제 폐지 및 입법화를 거듭하며 분파주의자들과 정치적으로 제휴하고 의료전문직으

로 편입시켜주는 등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겪었고 이를 통해 의료전문직으로서 전

문성과 권위를 인정받아 전문가주의를 확립하게 되었다.

건축분야는 르네상스 시대에 건축의 전문지식이 축적되면서 지식이 이론화되기 

시작되었다. 거장들이 등장했고, 국가 중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그리고 감리를 담

당하던 이들은 길드의 조직을 통해 집단화하였으며 전문직업으로 성장, 발전하였

다. 건축설계분야 전문가주의의 성립은 획일적인 과정이 아니며 서양의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서 미국과 영국 이외의 다른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

와 관료제도로 전문직을 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영국과 미국은 관료주의에 

반대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전문가주의가 형성되었다. 19세기 미국은 건축설계 전

문직 등장을 통해 전문직 단체 설립, 협회의 제도화와 윤리규정 확립, 교육의 제도

화, 면허 시험 제도 시행, 대학 교육, 건축사 등록법 등을 시행하는 전문가주의가 

형성되었다.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1900년경 서양의학이 도입된 시기 정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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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상태에서 내부조직과 교육체계를 통한 의학의 발전과 전문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1977년 근로자 의료보험에 이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면서 정

부의 규제의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989년 대기업의 경영 및 수익

을 위한 의료경영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의료분야 전문가주

의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의 건축은 식민지시대 이전의 전통건축에서 일본 식민지시대 일본에 수입된 

일본건축과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양건축이 이식되고 편입되어 진행되어 왔다. 건

축분야 전문가주의는 교육체계성, 협회 및 학회 조직의 구성 등 배타성, 그리고 공

공성 등은 의료분야와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국가면허를 통한 배타성은 의료

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늦게 정착되었다. 한국의 건축분야는 전문가주의가 도

입된 후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을 위한 건축사들의 경쟁으로 이후 정부의 규제로 인

하여 크게 변화하였다. 한국의 건축설계분야는 2000년대 세계화 이후 건축학 교육

인증으로 5년제 학부 중심의 새로운 교육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설

계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었고 새로운 전문가주의의 양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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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 내 건축분야와 의료분야 전문가주의 비교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 분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분야와 무관하게 전문가주의라는 공통점들과 더불어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자

체의 차이점과 한계로 인하여 전문가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며 그 한계도 다

르기 때문이다. 즉 각 분야에 따른 전문가주의의 특성, 역할과 한계, 전문직의 내, 

외부 환경의 차이점과 대처결과 등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공통점과 차

이점 등이 나타난다. 특히 한국 내 두 분야의 차이점들은 주로 전문가주의 구성요

소 획득에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분야와 건축분야는 전문가주의

의 구성요소인 전문성에 의한 권위 유지, 자율성과 관련된 국가의 규제에 대한 대

응, 그리고 공공성의 발현 방법 등에서 차이가 주로 나타난다. 또한, 각 분야별 수

요의 차이도 나타나는데 한국의 의료분야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수요와 공급이 이

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나 상대적으로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는 서양이나 한국에서도 

국가 형성 초기는 건축 및 토목의 공학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나 국가 형성이 어

느 정도 안정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이러한 의료분야

와 건축분야 자체의 차이점과 한계로 인하여 분야에 따른 전문가주의 비교 분석의 

관점과 기준은 전문가주의를 설명하는 기본적, 구조적, 그리고 태도적 요건들의 전

문성, 체계성, 배타성, 자율성, 그리고 공공성 등 다섯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다. 

4.1.1. 전문가주의 비교 기준의 설정

건축분야와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의 속성들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소들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현재 한국 내 건축분야

와 의료분야의 교육 및 임상 인증에 사용하는 기준 등을 이용한 기존 문헌을 기본

으로 한다. 비교 자료의 수집을 위한 대상 선정은 각 분야의 인증을 통한 정규 교

육과 실무가 가능한 곳으로 하였다. 한국 내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의학대학의 의학

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48) 인증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의학교육학회와 서울대학

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 등이 있다. 의료분야의 임상과 수련의 체계성을 담당

하는 의과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49)을 두고 있다. 한국 내 건축학과는 한국건

48) www.kimee.or.kr

49) http://www.koih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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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학교육인증원50) 의 5년제 건축학부 또는 대학원 인증제도를 통하여 전문가 교육

을 담당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는 대학교육 분야와 의료기관처럼 별도의 인증평

가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과 같이 경영하며 이로 인하여 ISO 9001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51) 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및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제일

주의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교육과 의료기관처럼 인증을 기준으로 전문성과 

교육체계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범위 외의 경우는 관련된 각 홈페이지를 기준

으로 하고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건축분야와 의료분

야의 교육과 실무분야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의료분야 건축분야

의학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www.kimee.or.kr

건축학과

한국학인증원

http://www.kaab.or.kr/

의과병원 

의료기관원

http://www.koiha.kr/

건축사무소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표 4-1] 분야별 인증기준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비교분석은 분야별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

점도 포함한다. 의료분야와 건축분야는 공통적으로 임상과 실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응용학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분야는 임상 진료 중심이며 건축분야는 건축설

계 실무중심이 된다. 여기에 기초학문과 사회적 공공분야가 임상과 실무교육을 뒷

받침한다.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는 전문직능 단체인 의사를 중심으로, 건축분야는 

건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것도 공통점이다. 즉 국가에 의해 인정

되는 조직에 의하여 전문가주의가 수행된다.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공통점과 차이

점은 다음과 같다.

50) http://www.kaab.or.kr/

51) https://www.ksa.or.kr/iso.do. ISO 9001은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으로 ISO 9001 인증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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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건축분야

공통점
응용학문(임상중심) 

 전문직(의사)

응용학문(실무중심) 

전문직(건축사) 

차이점

의과병원, 의료기관(비영리 기관)

진료과정 의사 중심

의사 면허

의학 내 분화

건축사무소(영리사업) 

건축과정 시공, 건축주 중심

건축사 자격

건축 학문의 분화 독립

[표 4-2] 분야별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 내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분석은 전문성, 체계성, 공공성, 배타

성, 자율성 등의 요소별로 나누어 시행하나 두 분야 전문가주의 비교분석 방법은 

공시적 비교와 통시적 비교로 시행하였다. 공시적 비교는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전문가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별로 나누면 전문성의 

범위, 체계성, 그리고 공공성이 이에 해당된다. 통시적 비교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요소별로 전문성의 변화과정, 배타성, 그리고 자율성이 해당된

다. 

공시적 통시적

요소

전문성-전문성 범위

체계성

공공성

전문성-전문성 변화

배타성

자율성

요건
기본적 요건

태도적 요건

기본적 요건

구조적 요건

[표 4-3] 전문가주의 요소별 비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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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본적 요건의 전문성 주요 논점  

전문가주의의 기본적 요건인 전문성은 개인의 전문가 되는 과정에서 지식의 축

적 및 노력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문적 지식의 형성과 더불

어 전문가주의라는 조직의 형성 배경인 각 분야별 전문적 지식의 전문성과 분화의 

차이 등을 살펴보고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주의에 적절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본적 요건 중 전문성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분야별 전문성 범위와 특성

2. 분야별 전문화 과정과 특성

3. 시대에 따른 전문성 변화

전문성의 비교분석은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전문성의 범위와 각 분야별 범위의 

특성이다. 두 분야 모두 응용과학이며 각 분야의 중심범위는 의료분야는 임상 진

료, 건축분야는 설계 디자인 실무이다. 전문화 과정과 시대에 따른 지식과 전문성

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문성 범위와 특성에 관한 비교 분석

은 공시적 관점에서의 비교이며 전문화 과정과 시대에 따른 전문성 변화는 통시적 

관점에서의 비교분석이다. 

분야별 전문화는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같으나 전문

화 과정, 전문화 성격, 그리고 전문화 속도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르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분야의 특성과 결합하여 분야만의 독특

한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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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기본적 요건의 체계성 주요 논점  

전문가주의는 전문적 지식을 통하여 전문가주의가 형성되면, 전문 지식을 지속

적으로 형성하고 적절하게 변화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이라는 과정이 필요하

다. 전문가교육은 대학교육이 중심이 되며 이후 지속적인 계속교육을 통하여 변화

되는 최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전문가의 역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가주의 체

계성은 크게 학교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뉘며 학교교육은 각 전문분야별 기초교육

과 심화교육으로, 실무교육은 학교교육의 후반부와 졸업 후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교육체계성과 실무체계성은 현재 인증된 교육과정인 대학교 의학과와 건축

학과, 대학병원, 그리고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공시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

다. 

기본적 요건 중 체계성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체계의 비교

2. 학교교육과 수련과정의 연계성

3. 실무수련공간(의료분야의 부속 대학병원)의 필요성

체계성의 분석은 교육분야와 실무분야로 나누어서 비교할 수 있다. 의료분야는 

대학에서 기초의학교육, 임상기초교육, 그리고 사회의료교육을 습득하고 졸업 후 

병원에서 본격적인 실무교육이 시행된다. 건축설계분야의 교육체계인 학교교육은 

대학에서 건축설계 디자인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배우고 실무교육은 건축사사무소

에서 건축설계를 접하면서 각 사무소 별로 실무를 습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체계성

은 두 분야의 대학교육 과정과 실무교육 과정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분야

와 건축설계분야 모두 교육내용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특히 건축설계분

야는 최근 기존의 건축공학에서 건축설계중심의 디자인 교육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중이다.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의 현재 교육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각 분야에 적절한 교육체계를 확보하여 전문가주의를 제대로 발현

하는 주체로 대학교육과 실무교육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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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태도적 요건의 공공성 주요 논점 

태도적 요건의 공공성은 현대 전문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성은 

전문가주의가 각 분야별 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취하는 단체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체제 안정과 국가 권력 유지에 커다란 역할을 위한 배경이 되는 요소이다. 

각 분야에 따른 공공성의 정의 및 발현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공공성은 의

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정의 및 구현하는 방법의 차이 등 각 분야의 특성

들을 공시적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공공성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분야별 공공성 정의 차이 

2. 공공성 실천 방법 

4.1.5. 구조적 요건의 배타성 주요 논점 

전문가주의는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전문가 집단 조직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집

단의 조직 구성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의 경계와 진입 과정이 형성되게 되고 동일한 

조건의 전문가들을 위한 조직의 조정을 시행하게 된다. 배타성은 전문가주의 조직

의 구성 및 국가의 인정 등이 포함되며 그 과정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통시적 비교

가 포함된다. 한국 내 전문가주의에서 분야별로 국가 면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구조적 요건 중 배타성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외부 배타성-전문가 조직 구성 범위

2. 내부 배타성-건축사/건축가의 관계 

3. 면허(의료)/자격(건축설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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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구조적 요건의 자율성 주요 논점 

자율성은 전문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정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지

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전문가 집단과 국가, 소비자주의와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협의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자율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서양과 미국 전문가주의의 

자율성은 전문가주의 형성 초기부터 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닌 전문가 집단

의 쟁취의 과정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 전문가주의의 경우는 정부의 주도하에 

수입 형성된 전문가주의 도입 초기과정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율성만이 부과

되었으며 이후 정부의 규제와 소비자주의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

한 한국전문가주의 자율성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인 의약분업사태와 

카르텔 일괄 정리법 등을 중심으로 통시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구조적 요건 중 자율성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규제와 대응과정

2. 자율성 확보 및 내부 조직 관리

자율성의 비교 분석은 국가의 전문가주의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 된다. 일반적으

로 자율성은 조직의 내부자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조직 내부의 자율성이 제대로 지

켜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강력하게 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제 4장. 전문가주의 비교 분석 

71

4.2. 공시적 비교 분석

4.2.1. 기본적 요건의 전문성 범위

전문가주의의 기본적 요건에는 존재의 기본적 특성인 전문적 지식의 바탕인 전

문성과 그 발현에 필요한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체계성이 있다. 특정 분야에서 전

문가주의가 형성되려면 전문적 지식으로 인하여 수요가 발생되어야 하고 전문적 

지식의 명확한 확보와 전문가주의 조직 내 전달을 위하여 교육의 체계가 필요하다.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특성을 밝히는 전통적 연구에서부터 복잡한 문제해

결과정에 대한 절차적 전문가 수행 접근,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특정문제 해결능력의 수행과 그 잠재력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전문성을 구성

하는 지식, 경험, 문제해결 요소들과 전문성의 타 분야 전이 가능성 즉 분야 교차 

문제, 해결 역량을 드러내는 전문성의 일반이론과 영역 특수이론 논쟁까지 이어진

다.52) 전문성의 비교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에 따른 

전문성의 범위와 특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의 과정과 특

성, 그리고 전문성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의 분석이다. 이

러한 분석을 통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시 상호 보완하고자 

하였다. 전문성의 비교분석 방법은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 등 두 가지의 비교

분석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공시적 관점에서의 비교 분석은 분야별 전문성의 

범위와 특성이다.

1) 분야별 전문성 범위와 특성

학문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학문의 분화와 통섭의 기원은 분야마다 다르지만 천

문학과 기하학은 그리스와 로마 이전에 학문적 체계를 갖추었으며, 논리학, 생물

학, 화학 등과 같은 학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조라고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

스가 분류한 학문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었는데 순수한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삼는 

이론학, 개인적 행위나 정치적 행위를 다루는 실천학, 그리고 인간에게 유용한 것

들을 만들어 내는데 관심을 준 제작학 등이다. 이러한 학문적 틀 속에서 교양과목

이 나타나는데 기원전 2세기경에 바로(Varro)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 기하학, 산

수, 천문학, 음악, 의술, 건축 등을 기초적인 교양과목으로 정리하였다. 아홉 가지 

52) 이종희; 김덕수, 실내디자인과 건축학의 프로페션화에 나타나는 특성 비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8(7), 2014,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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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의술과 건축을 뺀 일곱 가지를 7학문으로 정하게 되었고 이후 중세의 3학4과의 

학문체계를 이루게 되었다.53) 이 학문체계는 르네상스 시대인 1450년부터 이후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재정비되어 두 갈래의 학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7세기

에 새로운 과학의 발생으로 이전까지의 불확실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였

으며 그 결과 과학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자연법칙으로 정의되었

다. 18세기 유럽에서 지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연구라는 개념의 탄생

과 여러 분야의 자연세계의 관점이 단일한 방법으로 통합되는 과학이 형성되게 되

었으며, 19세기에 근대식의 학문이 나타났다. 

의료분화 전문화의 지표인 한국 의학교육은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세

계의학교육연합회(WFME: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에서 제시

한 것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으로 한국의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하

여 마련한 것이다. 한국 내 의료분야의 대표적인 의료시설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 교육과목과 임상과목들의 변화를 통하여 전문화의 정도를 살펴보면, 1946년 경

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모체로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신설되었

으며 이 당시 18개 과목이 개설되었다. 이후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왔으며 201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 교육과목들은 12개의 

기초의학분야, 23개의 임상의학분야 및 1개의 교육분야 등으로 나뉘어 있다.54) 

기초의학분야 임상의학분야 교육분야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

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인문의학, 법의학, 의료관

리학, 의공학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신경외과학, 피부과학, 정형외

과학, 흉부외과학, 신경외과학, 비뇨기의

학, 이비인후과학, 성형외과학, 방사선종

양학, 검사의학, 재활의학, 핵의학, 가정

의학, 응급의학, 임상약리학

의학교육학

[표 4-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육과목(2018년 기준)

의료분야의 전문성의 특징 중 하나는 유사분야의 분화 및 독립이다. 중요한 사례

를 살펴보면, 1910년 대한의원의 외래진료과목 중 하나였던 치과가 1928년 치과

53) 설혜심, 학문의 분화와 통섭, 학림 32, 2011, pp.94-99.

54) http://medicine.snu.ac.kr/sub1/introduction/condition/condition_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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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로 나뉘면서 공간적으로 분리되었고, 1959년 의과대학 내 간호학과가 설립

되었다가 1992년 간호대학으로 분리되었다. 치의분야 전문가주의로의 분화 및 확

장은 기초 및 임상치의학의 학문적 분화와 같이한다. 치의분야 전문가주의의 대표

적인 시설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치과병원의 학문적 분화는 도입시기인 

1929년에는 기초치의학 3개과와 임상치의학 3개과로 시작하였으나 학문이 지속적

으로 발전하면서 세분화되고 그에 따라 공간이 분화되면서 확장되었다. 

1928 1969 2015

기초 치의학

치과기공학 

병리약리학

병리조직학

구강 해부학

구강 생리학

구강 병리학

생화학

재료학

약리학

예방학

구강 해부학

구강 생리학

구강 병리학

생화학

재료학

약리학

예방학

미생물학

조직학

치과 경영학

임상 치의학

치과 보존학

보철학

구강외과학

치과 보존학

보철학

구강 외과학

소아치과학

치주학

구강 방사선학

구강내과학

치과교정학

치과 보존학

보철학

구강악안면 외과학

소아치과학

치주학

구강악안면 방사선학

구강내과학

치과교정학

치과마취학

구강임상병리학

[표 4-5]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육과목의 변화

1929년 당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는 보존학, 보철학, 구강외과학과 같은 

임상치의학과 치과기공학, 병리약리학, 병리조직학과 같은 기초치의학으로 나누어 

교육하였다.55) 1946년 치과대학부속병원은 보존부, 보철부, 외과부의 3개부로 시

55) 신재의, 일제 강점기의 치의학과 그 제도의 운영, 의학사 13(2), 2004,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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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방사선과, 구강진단과, 교정과, 임상구강병리과가 신

설 분과되었다. 기초치의학은 구강병리학, 치과재료학, 치과약리학, 예방치과학이 

신설되었으며,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기존의 소공동캠퍼스에서 현재의 연건캠퍼

스로 이전하면서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이 신설되었다. 치과 임상

진료를 담당하는 치과병원은 전문과목의 변화에 따라 규모가 증가하고 의과병원과 

치과대학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치과병원은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보존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구강병

리과, 치과마취과 등 10개 진료과와 임플란트진료센터, 구강악안면기형진료센터, 

원스톱협진센터 등 3개의 특수진료센터를 포함하는 전문적인 임상진료의 공간이 

되었다. 임상과목은 기초교육과목보다 더 세분화되었고 또 질환별로 통합되어 특

수진료센터 등 새로운 진료분야가 형성되었다. 치과병원은 서울지역 거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갖추고 공공의료도 시행하고 있으며 예방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공

공의료에 관련된 공간은 치과병원의 정책 및 관리와 함께 관리공간에 포함되어 있

다. 치과병원에는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한 스폐셜케어크리닉와 구강건강증진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예방치과를 위한 공간은 소아치과에서 치과진료와 병행하

여 진행되고 있으며 예방에 관한 연구는 기초치의학 연구실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 치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관련되어 최근 나타나는 상황은 통합치과 전문

의 과정인 AGD(Advanced General Dentistry)이다. 이 과정은 구강악안면외과나 

치과교정과와 같이 명확히 진료가 분리되어 있는 전문분야와는 다르게 통합일반치

과의 개념으로 대부분의 치과 진료가 명확하게 치주치료, 보존치료, 보철치료가 구

분되기 어렵고 그 진료과정이 연결되어서 통합치료가 일반적이기에 나타는 전문의 

과정으로 의료분야의 가정의학과와 유사한 부문이다. 통합치과의 경우 일반적인 

치과진료를 담당하는 GP(General Practitioner)인 치과의사와의 진료과목 및 진료 

능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또 다른 치과 전문분야와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

만 실질적인 진료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측

면에서는 장점이 된다. 질병의 정도에 따라 통합치과의 진료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만 극단적인 환자의 경우 치과 내 필요한 전문분야에서 치료를 하고 다른 진료과로 

의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통합치과의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치과대

학병원과 같이 진료 분야가 세분화되고 각 분야의 진료 후 다른 진료과로 의뢰가 

자유롭고 연계가 잘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치과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 과정은 

개인치과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치과분야가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보다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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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원을 중심으로 진료가 가능한 분야이므로 가능하다. 의료분야에서 의과분야와 

치의분야 전문성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학문 분야에 따라 전문성과 세분화의 차이

가 있으며 전문성의 명확한 분류 및 구분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의료분야에서 서양사회와 다른 중요한 특징은 동양 전통의학을 담당하는 

한의사의 존재인데 이 조직은 의사와 같은 의료분야이면서 대립되는 전문가 집단

이다. 이는 의료분야 내부의 배타성의 문제에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사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지배적인 의료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한의사는 

유사 전문가 집단이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같은 전문가주의로 포함하던지 배척

하던지 결정하여야 한다. 한국의 의사들은 한의사가 한국에서 정통적으로 의료분

야를 담당했음에도 서양의학과의 차이를 근거로 배척하여 집단을 명확하게 분리하

였고,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도 한의사를 인정하였던 상태에서 서양의학의 의사

집단을 의료분야 주요 전문가로 인정하면서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한의사는 거

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한국 소재 국립 대학교에 한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

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당시 의료분야의 전문가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료분야의 다양성과 세분

화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의사 조직도 의사집단에서 본다면 경쟁과 권력의 

분립 위험성으로 인하여 완전히 분리된 다른 전문가주의로 인정한다. 그러나 시간

이 흐르면서 1980년대 이후 의사들의 권위가 기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한의사 조직에 대한 정부의 인정으로 인하여 현재 한의사는 의료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의사 전문가주의는 국가와 전문가주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며 유

지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56) 전문가주의의 존재를 위하여 전문가

주의의 전문성과 그 필요성의 국민과 정부의 설득이 중요하며 전문성은 학문의 발

달을 통한 세분화와 깊이 있는 지식의 축적이 시각화되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의학분야는 이러한 학문의 전문화와 세분화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그 결과 의료보건 환경의 변화로 인하

여 현재 한국의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그 안에서

도 전문적 영역의 전문의들이 형성되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주의에 

비하여 공고한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

건축이란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과 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56) 엄현섭; 이현지; 신순식, 전문직과 국가의 관계: 한국 한의사 조직을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10), 

2002,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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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루어지는 창조성의 의미를 갖는 공간예술이다. 건축은 용도라는 목적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절한 재료를 가장 합리적인 형식을 취하여 안전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공간예술을 다루는 건축가의 입장에 있어서 건축의 공간은 실용적 

대상이고 3차원의 지각적 대상이며 자기인식의 실존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건축

을 이루는 요소는 대체로 미적이며 예술적인 공간형태, 명확하고 견고한 구조기술, 

그리고 편리성과 유용성으로서의 기능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57) 이 요소들은 서

로가 상호 완결적인 관계로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건축은 공공예

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문화적인 존재로서 생각되어야 한다. 건축은 건

축주나 건축가의 것도 아닌 역사와 사회의 것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주변의 환경적 

요소들과 조화되어야 한다. 건축의 수명은 몇 세기에 걸쳐서 유지될 수 있는 역사

적 대상이므로 개체적인 존재의 의의와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의의를 동시에 갖추

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른다. 

건축은 크게 건축설계, 건축계획, 건축의장, 인테리어(interior) 같은 건축의 예술

적 측면의 디자인 분야와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재료학, 건축환경, 건축설비, 건

설관리 등의 기술적 측면의 공학적 분야로 나뉜다.58) 건축설계는 거의 모든 예술

과 건축학, 조경학, 도시계획학, 환경계획학, 실내디자인학, 시각디자인을 비롯하여 

건축시공학, 구조공학, 설비공학, 환경공학, 재료공학, 생태학, 행태학, 심리학, 사

회과학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있다. 그 밖에도 지역계획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교통공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경제학, 통계, 화학, 수학, 천문학, 지리학, 

역사학, 법학, 문학, 신학, 철학 등 거의 모든 학문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총체

적인 건축학을 구성하는 관련 학문이기도 하다.59) 건축설계분야와 관련된 학문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학

건축물의 설계, 건축, 그리고 유지 등을 위한 이론과 기술체계를 연구하는 학문

이며 건물의 수요, 설계, 그리고 시공의 3단계로 구분한다. 건축학이란 건축에 필

요한 모든 학문과 지식을 종합해서 분야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2) 실내디자인학

인테리어(interior)란 내부를 뜻하지만 건축에서는 실내공간 디자인을 의미한다. 

57) 소인철; 김광호; 진영서, 건축학 개론, 기문당, 2006, pp. 8-10.

5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98170&cid=44414&categoryId=44414

59) 김정곤; 김용식; 서치로; 안형준, 건축학개론, 구미서관, 2008,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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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 디자인은 건축물의 내부를 각기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되고 형태화

되는 이론과 작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3) 건축시공학

각종 자연 및 인공재료 등을 사용하여 인간생활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생산하

는 일체의 기술적이며 경제적 활동과정을 배우는 학문으로 예술, 구조, 그리고 기

능의 3요소를 갖춘 건축물을 최저 공사비로 최단 시일 내에 구현시키는 건축술을 

배우는 학문이다.

4) 건축구조학

건축구조학은 이러한 건축의 여러 가지 요인을 가장 경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성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러 구조재의 물성과 역할, 구조적 방식과 가능

성,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 등을 토대로 연구한다.

5) 건축재료학

건축재료학은 건축의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분, 물성, 성능, 용도, 일

반적 체계, 규격, 시험 등을 연구하고 이러한 재료를 위한 시공의 방식과 안전성, 

설계의 방식, 그리고 물성의 개선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6) 건축설비

건축설비는 인간의 실내 생활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체의 위생

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비하는 모든 공작물의 총칭이다. 일반적으

로 조명, 배선, 동력, 전화 등을 취급하는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설

비, 가스설비, 공기조절설비, 그리고 수송설비 등으로 분류된다.

7) 건축사

고대 건축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물과 건축 양식의 변천 과정을 이해

하는 학문이다. 시대마다 유행하는 건축 양식과 그러한 예술 양식이 생겨난 배경과 

특성, 건축가의 이해, 건축 양식의 연구, 건축이론과 건축술의 변화, 그리고 구조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기술하는 분야이다.

건축설계분야는 그 복잡함과 명확히 규정되기 어려운 전문성으로 인하여 종합적

이며 통합적인 교육과정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식과 학문의 세분화가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지식이 쌓이고 분과학문 자체가 발달함에 

따라 지식의 양이 팽창하여 개인이 습득할 한계를 벗어나서 전체를 어우르기가 힘

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의 전문직업화로 인하여 한 분야가 직업군을 이루

려면 제한된 수의 사람들이 이루는 진입장벽이 필요한 전문가주의의 출현이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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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법학, 그리고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는 전문직의 경제, 상호검증, 그리고 직업

윤리 등을 요건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학문의 분화와 직업의 관계는 특히 의학에

서 잘 나타난다. 이에 비하면 건축분야는 오래전부터 세분화되고 각 세부 분야별로 

분리되고 독립되었으나 건축설계분야 자체는 학문의 깊이나 역사에 비하면 세분화

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항목 내용

전문지식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됨

표현도구 도면

사고체계 가상의 도형을 현실에 구현

적용 전문지식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

창조성 다양한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전문성

방대한 기존 지식 내에서 새로운 정보를 구성하고 기억으로부터 의

미 있는 패턴을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인지능력이 요구

반복적인 실무를 통한 적절한 설계과정 수행

문제특성과 적절한 문제표현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표 4-6] 건축설계분야의 특성

건축설계를 위한 전문성의 본질은 오랜 설계경험에 의해 축적된 설계지식과 지

식 내에 도형적 도식으로부터 패턴을 체계적으로 인출하거나 부호화할 수 있는 고

도의 전문화된 추상적 인지능력에 있다. 이러한 전문성의 발달은 전문지식의 양적

인 확장과 기억인출 및 패턴매칭에 적합하도록 지식의 표상양식이 변화함을 의미

한다. 기억에서 직접적인 인출과 패턴재현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에 적합한 문제특

성과 표상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건축설계의 전문가가 되며 창조적인 건축

설계를 위한 이러한 능력은 수년간에 걸친 실무 경험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60)

60) 이한석, 건축설계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2), 1994, pp.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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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건축설계의 시작 시장의 수요

건축사 업무
다양한 범주와 행위 포함

기획,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법규검토, 행정업무

디자인 문제 정의하기 까다로움

전문성
다양한 인간의 삶의 고려, 복합적, 통합적 사고를 통한 설계

디자인 적절함 판단 능력 요구

디자인 종결 적당하며 정확한 답이 없음 

설계의 가치 평가가 어려움

[표 4-7] 건축설계과정의 특성

건축설계 과정은 기획과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건축설계 과정은 건축주의 요구, 대지의 한계, 법규검토 등 많

은 제약이 따르게 되며 최종 건축물은 행위들의 결과물이 된다. 건축가 중심의 건

축설계인 경우는 예술가의 활동과 유사하게 건축가 본인만의 경향이 있고 그 경향

을 주요한 설계 결과로 나타내고자 하며 건축가의 작품성에 치중하게 되므로 건축

설계 과정 중 기본계획 과정이 중시된다. 이러한 건축설계분야는 문제들을 완전하

게 기술할 수 없으며, 과학적 문제들과 다르게 명확한 공식이 부족하고 누구도 정

확한 또는 적당한 답을 알 수 없는 과정이다. 건축설계의 결과는 예술적 가치와 함

께 실용성과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3차원적 물리적 형태 내에서 인간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따라서 건축디자인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경험과 자신의 생활 속 내면화가 중요하다.61)

건축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건축설계는 관련된 많은 영역의 다양한 정보의 종

합화된 결과이므로 건축사의 업무가 건축설계 과정의 관련 정보를 종합화하여 적

절하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즉 건축설계와 더불어 건축설계업무만으로 

61) 송인식; 이명식; 전영일, 건축 단위 공간 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 방안,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

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1(2), 2001,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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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시킬 수 없는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학적, 예술적, 사회학적 지

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계 일부에서는 건축이론 및 건축분야 

지식의 전문성이 부정되기도 한다.62)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건축설계업무를 일괄

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

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63)   

건축설계 업무는 일반적으로 설계를 수주하는 것으로부터 건축 현장의 공사 감

리까지를 말한다. 건축사의 업무 범위 중 건축설계분야로 한정하여 데이컴

(Developing A Curriculum: DACUM)이론 하에 직무 분석한 결과는 기획 업무, 

계획설계 업무, 중간설계 업무, 실시설계 업무, 그리고 협력업체 관련 업무 등으로 

나타났다.64) 이러한 결과는 건축설계분야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건축설계 유형별 

구분과 더불어 건축설계과정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기획 업무(Pre-design)는 건축주와 계약을 결정하고 도시와 단지를 포함한 건축

대지에 관한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늠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지적도, 도시계획도, 측량도 등을 

사용하지만 현장조사를 하고 답사를 통하여 주변 여건을 확인해야 하며 건축에 관

한 정보와 문헌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건축기획업무는 건축주의 요구하는 건축설

계 발주에 필요한 업무이며 공간계획업무와 함께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

계지침 및 공정표 작성, 기존 유사건물 조사보고 등이 포함되며 건축주와의 상담과 

건축설계제안서 제작은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다. 사업성검토와 관련법규 

검토는 계획초기에 필요한 업무이다. 현장조사와 관공서 사전협의 업무는 난이도

는 높지 않으나 중요도는 높은 업무로 평가된다.

계획설계(Schematic Design)단계에서 작성되는 도면의 목적은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와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건축주와 협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축, 구

조, 재료, 설비 등 총체적인 디자인 방침을 분명히 결정한다. 건축계획설계는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기본 시스템

의 검토가 필요한 계획안을 제안하는 설계단계이다. 이 단계는 디자인 개념 구상, 

62) 고영선; 김두얼; 윤경수; 이시욱; 정완교,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9, p. 341. 

대한건축학회 1차 워크솝 녹취내용, 2007, p. 4. “건축 자체가 로우 테크놀로지입니다. [중략]. 건축설계라

고 하는 것 자체가 21세기 이 사회에서 독점화돼서 대우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

다.

6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2015.12.8.

64) 최태숙; 홍석주, 건축설계직능인의 전문화와 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11), 2008,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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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및 동선계획, 소용면적산정, 그리고 기본도면의 작성 등이 주요업무이다. 이 

과정은 중요도와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과정이며 건축주 및 협력업체와의 협의 등 중

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중간설계 업무(Development Design)인 기본설계는 계획설계를 더욱 발전시켜 

심화하는 과정이다. 계획설계에 의하여 결정된 디자인은 건축주와 건축가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이므로 계획설계의 전반적인 정보는 기본설계의 바탕이 

된다. 기본설계에서 평면도는 일반적으로 1:100 축척으로 작성된다. 중간설계 업

무는 계획설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전된 안을 정하고 연관된 분야의 다양한 검토

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건축계획설계 단계에서 제작된 기

본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각 분야 협력업체의 도면이 만들어지고 개략공사비 및 공

사비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전문협력업체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다.

실시설계(Construction Design)는 건축물을 정확히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

요소를 결정하여 도면으로 작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실시설계도면은 건축가의 

계획과 함께 다양한 건축 관련 분야의 계획을 종합해야 한다. 구조, 설비, 냉난방, 

배관, 방화계획 등을 건축도면에서 반영하여 조정한다. 실시도면은 계획 전체를 제

시하는 도면과 각 부분의 상세도로 구분된다. 계획을 제시하는 도면은 1:50 축척으

로 작성되며 상세도는 1:50 축척에서 1:1 축척으로 작성된다.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과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시방서, 구조계산서, 협력업체가 

작성한 기타 관계 도서를 함께 작성한다. 이 단계는 건축설계 과정의 마지막 단계

로 입찰, 계약,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상세도면의 작성과 각 

분야별 도면이 포함되며 각종 계산서, 시방서, 인허가 자료 등이 완료된다. 도면으

로는 배치도, 면적 산정표, 실내재료 마감표, 평면, 입면, 단면, 단면 부분상세도, 

구조계산, 시방서 등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단계로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단계이다.

기타 설계 관련 업무는 다양한 협력업체 관련 업무와 건축설계 발표 및 건축보고

서 작성 등 행정업무를 포함한다. 실시설계가 완성되면 승인신청을 받기 위해 도면

을 관계 관청에 제출하는 한편 공사를 진행할 시공회사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건

축주나 설계자의 추천하는 회사의 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공사계약에는 건축주, 설

계자, 그리고 시공자가 함께 참여한다. 실시설계를 담당한 설계자가 그 건물의 공

사감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정 규모 이상 혹은 현장과 거리가 있을 경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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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감리회사에 위탁하기도 한다. 감리는 실시 설계도를 바탕으로 시공도, 공정관

리, 제품검사, 마감이나 색채의 결정, 적산서, 공사 각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와 과

정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다. 

건축사의 업무 중에 행정업무는 타 분야의 전문가 업무와는 달라서 건축사의 설

계 후 허가와 감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행정업무는 건축주와 행정 공무원

을 상대로 조율과 정정, 민원해결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 허가과정은 건축주의 업무이고 행정사를 통한 행정대행

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건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행정대행을 하고 있는 실

정이다. 건축행정의 일부인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제

도의 경우 업무대행자의 선정,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 건축허가 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업무대행은 법적 한계에 따른 책임감 부족, 수수료의 부담 

등 법적이며 실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행정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65)

건축사의 다양한 업무는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건축교육을 실무에 바로 적용

하기 어렵고 건축사사무소 내 일정한 실무교육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

근에는 건축학 인증으로 건축설계와 실무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건축설계와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문지식

을 창출하고 건축설계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며 이로 인해 건축설계 

분야의 전문성은 대학교육의 교과과정과도 연관된다. 건축사 실무업무를 평가하여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교육과정도 조정하여 기존의 건축설계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교육과 건축실무에서 전문성은 건축설계분야의 세분화와 그에 따른 

전문지식의 개발보다는 전반적인 건축설계의 능력과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에 집중

하고 있다. 건축설계의 방법을 일반화하고 모든 건축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능

력의 함양, 건축사사무소의 운영과 건축주와의 관계 등 경영능력과 역량, 그리고 

건축설계 자체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건축설계분야의 교육과 실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건축분야가 더 세분화되고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요구가 증가

하면서 건축사사무소 사원들의 직무역량 도출 및 평가로 나타난다.

65) 최명진; 동재욱; 이화룡, 건축법상 업무대행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3(1), 2015, pp. 

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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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건축기획

건축주와 상담하기, 대상 건축물 사업성 검투하기

계획 대지 분석하기, 설계 관련 법규 건투하기

관련 관공서와 사전협의하기, 유사 건축물 사례조사하기

설계 제안서 만들기

건축계획설계

디자인 컨셉 구상하기, 건축물 배치계획하기

실별 소요면적 산정하기, 수평/수직 동선 검토하기

평면 계획 설계하기, 입면 계획 설계하기, 단면 계획 설계하기

설계 계획안 투시도 그리기, 설계 계획안 모형 만들기

건축중간설계

도면 목록표 만들기, 설계 개요도 그리기

배치도 그리기, 평면도 그리기

입면도 그리기, 단면도 그리기

대지 종/횡단면도 그리기, 평, 입, 단면 상세도 그리기

주차계획도 그리기, 조경계획도 그리기

건축실시설계

도면 매뉴얼 작성하기, 도면 목록표 그리기

배치도 그리기, 면적산정도 그리기

살내재료 마감표 만들기, 재료 마감 상세도 그리기

방수, 단열, 방화 구획도 그리기, 평면도 그리기

입면도 그리기, 종, 횡단면도 그리기

부분 확대 평면 상세도 그리기, 계단실/경사로 상세도 그리기

화장실 상세도 그리기, 창호도 그리기, 천장 평면도 그리기

잡상세도 그리기, 주심도 그리기, 구조 평면도 그리기

구조 단면도 그리기, 구조 부재 일람표 그리기, 구조 상세도 그리기

시방서 만들기, 견적서 작성하기

협력업체관련

업무

전문기술협력업체 검토하기, 전문기술협력업체 담당자와 협의하기

전문기술협력업체 기술자료 검토하기, 전문기술협력업체 설계도서 검

토하기, 건축엔지니어링 관련업무 처리하기, 건축자재 협력업체 관련

업무 처리하기

건축설계프레

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내용 구성하기,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도면 준비하기

건축설계 3D모델링하기, 포토샾으로 프레젠테이션 패널 만들기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만들기, 건축설계 프레젠테이션용 모

형 만들기, 건축설계 브리핑하기

건축보고서 

제작

건축보고서 양식 디자인하기, 건축보고서 목차 잡기, 건축보고서 개요 

서술하기, 건축현황 분석 내용 서술하기, 건축보고서 건축설계내용 서

술하기, 관련전문분야 설계내용 정리하기, 건축보고서 삽입도면 준비

하기

[표 4-8] 건축설계 단계별 세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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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분야의 직무역량에서 역량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지식과 기술 등

을 의미하며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을 토대로 습득 가능한 정보이며 기술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능력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양한 학자들이 역량모

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야치스(Boyatzis)는 2,000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성과를 결정하는 21개의 역량을 도출하고 있다.

구분 내용

목표 및 행동 관리 역량군

(Goal and Action Management 

Cluster)

부하 관리 역량군(Directing Subordinates 

Cluster)

효율성 지향(efficiency orientation)

생산성 지향(productivity)

개념들의 진단적 사용

(diagnostic use of concepts)

영향력 행사(concern with impact)

부하 육성 및 개발(developing others)

업무지시 및 통제(use of unilateral 

power)

자발적 업무처리(spontaneity)

리더십 역량군(leadership cluster)
타인에 대한 관심 역량군

(focus on other clusters)

자신감(self-confidence)

언어표현 능력(use of oral 

presentations)

논리적 사고(logical thought)

개념화(conceptualization)

자기 통제(self-control)

객관적 지각(perceptual objectivity)

체력과 적응력(stamina and adaptability)

관계 형성 및 유지

(concern with close relationships)

인적자원 역량군(human resource 

cluster)
전문적 지식(specialized Knowledge)

사회화된 권력의 사용(use of socialized 

power)

긍정적 보상(positive reward)

집단 프로세스 관리(managing group 

processes)

정확한 자기평가(accurate 

self-assessment)

기억(memory)

전문화된 지식(specialized knowledge)

[표 4-9] 보야치스의 21개 역량

(역량과 역량모델링의 정체와 활용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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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스펜서와 스펜서(1993)는 자신들의 역량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6개의 

역량군과 20개의 역량들을 모델화하고 있다.

역  량  군 역 량

성취와 행동

(achievement and action)

성취지향성(achievement orientation)

질서, 품질, 정확성에 대한 관심

(concern for order, quality and accuracy)

주도성(initiative)

정보추구(information seeking)

대인서비스

(helping and human

services)

대인이해(interpersonal understanding)

고객지향성(cuntomer service orientation)

영향력

(impact and influence)

영향력(impact and influence)

조직인식(organizational awareness)

관계형성(relationship building)

관리(managerial)

타인육성(developing others)

지시(directiveness)

팀웍과 협력(teamwork and cooperation)

팀리더십(team leadership)

인지

(cognitive)

분석적 사고(analytical thinking)

개념적 사고(conceptual thinking)

기술적/직업적/관리적 전문성

(techn ica l /p rofess iona l /manager ia l 

expertise)

개인 효과성

(personal effectiveness)

자기조절(self-control)

자기확신(self-confidence)

유연성(flexibility)

조직헌신(organizational commitment)

[표 4-10] 스펜서-스펜서의 20개 역량

(역량과 역량모델링의 정체와 활용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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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에 있어서 직무역량의 평가와 중요도에 대한 연구 결과 책

임감과 서류작성 및 보조능력은 중요도에 비해 실제 역량이 부족하며 디자인 능

력은 중요도에 비해 실제 직무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6)

실제 직무역량 직무역량 중요도

1 적극성 융화력

2 융화력 적극성

3 책임감 책임감

4 의사소통 의사소통

5 디자인 능력 서류작성 및 보조능력

6 창조력 도면작성 및 이해능력

7 서류작성 및 보조능력 창조력

8 도면작성 및 이해능력 디자인 능력

9 기획력 기획력

10 관련법규체크 및 이해능력 관련법규체크 및 이해능력

11 리더십
리더십 

건축공법 및 

기술에 대한 

이해12 설계일정작성 및 관리능력

13 건축자재에 대한 이해 설계일정작성 및 관리능력

14 건축공법 및 기술에 대한 이해 건축자재에 대한 이해

15 외주업체협의 능력 외주업체협의 능력

16 인허가 업무 및 관리능력 인허가 업무 및 관리능력

17 내역서 검토 능력 내역서 검토 능력

18 소규모 현장 감리능력 소규모 현장 감리능력

[표 4-11] 건축사사무소 직무역량 평가와 중요도 평균에 대한 순위

(국내 건축사무소 신입사원의 직무역량 평가에 관한 연구 재인용)

66) 김민태; 양기남; 김진동; 김광희; 신윤석, 국내 건축사무소 신입사원의 직무역량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과

학예술포럼 20, 2015,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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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의 범위를 공시적으로 비교 분석한 항목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의료분야 건축분야

범위 기초의학, 임상의학, 공공의학 건축설계, 감리

중심 범위 임상 진료 중심 디자인 실무 중심

범위 특성 기초의학 포함 건축공학 분리

전문화 경향 기능별, 신체별 건물유형별 

새로운 범위 

발생

세분화가 통합되어 새로운 

분야로 나타남

새로운 분야(초고층, 비정형 건축 

등)의 추가

[표 4-12] 전문성 범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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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기본적 요건의 체계성

전문가주의의 기본적 요건 중 체계성은 전문가주의의 교육, 그 중에서도 대학교

육을 통하여 일반인과 전문가 지식의 차이를 만들고 전문지식의 균일하고 지속적

인 공급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국 의료분야의 의학과와 치의학과 통계를 살펴보면 의과대학은 40개소, 치과

대학은 11개소이며, 입학생수는 2017년 기준 의과대학은 3,058명, 치과대학은 

750명이다. 한국 의료분야는 6년제 의과대학 중심에서 학부 4년에 전문석사 4년

의 교육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경하였다가 현재 다시 의과대학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의료분야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의 전문의 

과정과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의 수련을 거치는 치과전문의 수련과정이 있다. 

한국 내 의료분야 교육은 의학과에서 이론위주의 기초의학, 기초임상의학, 그리고 

임상실습을 배우고 전문의 과정에서 임상수련을 통하여 본격적인 임상교육을 받게 

된다. 

학년 과목

1

1학기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발생학

2학기
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기초 면역학, 

예방의학, 의공학

2
1학기

약리학, 기생충학, 임상 면역학, 종양학, 혈액학

내분비학, 의학 유전학, 감염학

2학기 신경계학, 신장요로학, 순환기학, 호흡기학, 소화기학

3

내과학 및 실습, 외과학 및 실습, 산부인과학 및 실습

소아과학 및 실습, 정신과학 및 실습, 영상의학 및 실습

핵의학 및 실습, 신경과학 및 실습, 응급의학 및 실습

4

임상특과, 의학연구, 임상수행능력종합훈련 및 평가

직업환경의학, 중환자의학, 종합의학 2, 임상통합연습

마취통증의학, 피부과학, 흉부심장혈관외과학, 신경외과학

비뇨기과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성형외과학, 가정의학

재활의학, 방사선종양학, 진단검사의학, 지역사회의학

임상약리학 및 실습

[표 4-13] 서울대학교 의학과 본과 교육과정

(서울대학교 의학과 홈페이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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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교육과정은 6년에서 8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1년에서 1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의학과 교육과정은 예과에는 화학과 생물학, 그리고 기타 교양과목들을 

배우고 본과 1학년에서 본과 2학년 1학기까지 기초의학을 배우며 본과 2학년 1학

기부터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임상의학 학습을 한다.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병원에서 실습을 한다. 한국 의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학교 학교

1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2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3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23 연세원주대학교 의과대학   

4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24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5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25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6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26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7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27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8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28 이화대학교 의과대학 

9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29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0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30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1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31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1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32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13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33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14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34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15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35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16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36 차의과학대학교

17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37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1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8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19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39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20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4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표 4-14] 의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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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교육체계 중 임상실습과 수련의 교육을 위한 대학병원, 상급병원, 또는 

수련병원의 존재는 타 분야와 차이가 나는 중요한 시설이다. 한국의 의과대학은 모

두 한 곳 이상의 수련교육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학 임상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재단의 경제적인 바탕이며 공공성의 사회적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학교 학교

1 가천의대 길병원(인천) 21 아주대학교 병원(수원)

2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반포) 22 연세대학교 병원(신촌)    

3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인천) 23
연세원주대학교 

원주기독병원(원주) 

4 강원대학교 병원(춘천) 24 영남대학교 병원(대구) 

5 건국대학교 병원(광진구) 25 울산대학교 아산병원(송파)  

6 건양대학교 병원(대전) 26 원광대학교 병원(익산)  

7 경북대학교 병원(대구)  27 을지대학교 병원(대전) 

8 경상대학교 병원(창원)  28 이화대학교 병원(목동) 

9 경희대학교 병원(강동)  29 인제대학교 백병원(서울 중구)   

10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대구)  30 인하대학교 병원(인천) 

11 고려대학교 병원(안암) 31 전남대학교 병원(광주)  

12 고신대학교 복음병원(부산)  32 전북대학교 병원(전주) 

13 단국대학교 병원(천안)  33 제주대학교 병원(제주)  

14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대구) 34 조선대학교 병원(광주)  

15 동국대학교 병원(일산)  35 중앙대학교 병원(흑석동)  

16 동아대학교 병원(부산)   36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분당)  

17 부산대학교 병원(부산)  37 충남대학교 병원(대전) 

18 서울대학교 병원(연건) 38 충북대학교 병원(청주)  

19 성균관대학교 삼성의료원(강남) 39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평촌)   

20 순천향대학교 병원(한남동)  40 한양대학교 병원(왕십리)

[표 4-15] 한국 내 주요 대학병원



제 4장. 전문가주의 비교 분석 

91

의과대학생의 졸업 후 진로는 80% 이상이 의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인은 정

부수립 이후 1960년대까지 크게 부족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의료 인력 양성 정

책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기관이 확대되면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크게 늘어났다. 1960년부터 2014년까지 54년 동안 면허 의사 수는 

7,765명에서 112,476명으로 14.5배나 증가했으며, 면허 간호사 수는 4,836명에서 

323,041명으로 66.8배, 면허 약사는 4,696명에서 63,150명으로 13.4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67)

대학병원은 경쟁보다는 적절한 영역을 두어 의료의 공평성을 감안하여 분포하

며, 지방의 경우 특정 대학교 특히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지방 거점 대학병원으로 

육성된다. 대학병원은 의학교육과 연계되어 의과대학 임상교수들의 임상교육과 연

구의 공간이자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으로 지속적인 임상연구가 진행된다. 임상교

수는 의과대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이자 동시에 대학병원의 환자 진료를 수행

하는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학과나 치의학과는 규모가 작더라도 독

립된 단과대학으로 자체조직을 이루고 있다.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은 종합대학교 

캠퍼스에 소속되어 같은 캠퍼스에 있기도 하지만 대학병원의 진료의 수요를 감안

하여 대도시의 도심이나 신도시에 의학캠퍼스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학병원이라는 시설의 도시 내 배치를 통하여 의학의 임상 관련 진료공간 및 임상

연구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 내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 전임의, 임상강사와 수련의를 중심으로 하는 진

료와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간호, 그리고 원무과나 행정 직원들의 관리 의료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전문의 제도는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수련지정 대학병원

은 의사라는 전문지식인의 수련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련의와 전문의의 값싼 노동

력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체제로 변질되었다. 대학병원의 수련의 경우 주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의료사고 가능성과 업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간호사 등 타 직종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적절한 진료를 위한 인력 고용과 

대학병원의 원래 목적인 연구병원으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진료인력의 적절한 보

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형적 전문의제도가 중심이 된 한국의료체제에서 의사의 

대대수가 전문의이며 이들이 전문 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를 담당하는 상황이 되었

다. 

67)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pp. 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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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분야는 교육과 관련된 체계성은 2008년 기존의 4년제 대학 학부 중심

에서 5년제 세계건축교육인증을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기술공학과 예술

로서의 건축에서 현재는 두 분야가 분리되었다. 기술로서의 건축은 구조, 설비, 시

공 등 기술사 위주의 건축공학 분야로 분리되고 건축설계분야는 디자인으로서의 

건축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한국의 건축사 교육과정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및 전문가 자격 상호인정 기준에 따르는 세계건축가협회 기준

의 한국건축교육학인증으로 최소 5년의 전일제 교육과 3년의 건축실무 등 총 8년

의 건축사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건축사자격 조건을 통해 체계성을 갖

추고 전문가 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축설계분야의 전문화 지표인 건축교육은 

한국건축교육학 인증원의 인증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내 건축분야 대표 3단체인 대

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건축학 전문학위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기준과 교육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전

문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및 자문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는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간의 협의체를 구축하였다. 상호인

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7개국 9곳 인증기관들은 각국의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결과 2008년 캔버라에서 인증/인준 제도가 규정하는 건축학 

전문학위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이후 인증한 건

축학교육 자격에 대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기로 확정하였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09년 건축학 인증/인정 기구(UVCAE: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for Architectural Education)를 통과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증

기관이 되었다. 

한국건축학교육 인증제도는 기존의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적이며 일률적

인 평가체제를 대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학습 성과중심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국제

수준의 고등교육,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대학의 질 향상, 국내 교육결과의 해외 

통용성 확보 및 해외 고등교육 서비스 수준통제를 위한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68) 한국의 건축학 교육인증은 2017년 7월 현재 5년제 학부과정 57개

와 대학원 2개 등 총 59개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 내 건축학과는 건축대학, 디자인 

대학 등 소속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68) http://www.kaab.or.kr/html/sub02_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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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교

1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31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2 서울대학교 건축학전공 32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3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전공 33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4 홍익대학교(서울) 건축학전공 34 동서대학교 건축설계학 전공

5 강원대학교 건축학전공 35 선문대학교 건축학전공

6 부경대학교 건축학전공 36 숭실대학교 건축학전공

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전공 37 조선대학교 건축학전공

8 영남대학교 건축학전공 38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9 충남대학교 건축학전공 39 홍익대학교(세종) 건축학전공

10 한양대학교(서울)대학교 건축학전공 40 한경대학교 건축학전공

11 울산대학교 건축학전공 41 경희대학교 건축학전공

12 경북대학교 건축학전공 42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13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43 공주대학교 건축학전공

14 경기대학교 건축학전공 44 가톨릭 관동대학교 건축학과

15 동아대학교 건축학전공 45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16 성균관대학교 건축학전공 46 중앙대학교 건축학전공

17 연세대학교 건축학전공 47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18 한양대학교(에리카) 건축학전공 48 대구가톨릭대학교 건축학전공

19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49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20 단국대학교 건축학전공 50 한남대학교 건축학전공

21 한밭대학교 건축학전공 51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22 국민대학교 건축학전공 52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전공

23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53 배제대학교 건축학전공

24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54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25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55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26 세종대학교 건축학전공 56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4+2)

27 아주대학교 건축학전공 57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28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전공 58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29 전남대학교(광주)대학교 건축학전공 59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 

전공

30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표 4-16] 건축학교육 인증 프로그램(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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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건축 관련 교육과정은 학부과정을 기준으로 크게 4년제 건축공학 전공

과 건축전공, 그리고 5년제 건축학 전공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건축공학과는 

건축공학과 건축학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과정으로 4년제이다. 건축학이 인증을 

통하여 5년제 과정으로 변하면서 건축설계를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었다. 인증은 

세계건축학인증기준을 기초로 한국 건축교육인증원의 인증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러

한 교육체계가 건축사 자격시험의 요구조건으로 연결되면서 단일한 건축교육체계

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 내 건축 관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69)

구분

4년제

5년제 건축학 전공(인증)건축공학전공

(인증)
건축전공

교과목 운영 공학중심 건축일반교육중심 설계교육중심

설계교과목 

총 학점
3-6학점 최대15학점 평균 50학점 이상

설계교과목 

학점
3학점 3학점 5-6학점

MSC교과목 30학점이상 별도규정없음 별도규정없음

설계수업 4-5시간 4-5시간 10-12시간

설계수업 

총시간
최대 10시간 최대 25시간 최대 80-100시간

[표 4-17] 한국 내 건축 관련 교육과정의 비교

현재 한국의 건축설계 교육과정의 특징은 세분화되지 않고 포괄적인 교육으로 

접근하고 있다.70) 이는 건축설계과정이 건축유형이나 분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 

않고 대부분 유사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포괄적이며 일반화된 교육의 장점으로

는 건축실무의 기초적이며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일정한 수준의 건축실무가 가능

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범위가 넓고 지식의 깊이는 전문성을 띄지 못할 가

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다. 구체적인 건축설계 교육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

다.

69) 이예영, 건축사사무소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건축사 586, 2018, p. 267.

70) 이명식, 아카데미와 실무사이에서 건축실무교육의 방향, 건축 59(8), 2015,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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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1. 건축실무에 관여하는 모든 분야들이 같

은 교육을 기초로 하여 전문화되는 것이 

가능

2. 건축실무에 대한 푹넓은 지식의 습득이 

가능, 이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실무분야 

선택가능

3. 실무분야의 다양한 선택 가능한 인재 

양성으로 변화하는 건축환경에 유연한 대

처 가능

4. 대학교육이 건축실무에 독립됨

1. 교육범위가 넓어 특정 실무 맞춤이 

어려움

2. 연구자 양성과 실무교육의 혼합화 경

향

3. 연구와 실무교육으로 나뉘어져 교육

의 평가가 어려움

4. 교육목표의 혼선

5.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6. 학생의 선택 폭이 너무 넓음

[표 4-18] 건축교육 세분화의 장점과 단점

아카데미와 실무사이에서 건축실무교육의 방향 재정리

한국 건축교육은 건축사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건설인력, 엔지니어 교육을 포함

한다. 그 중 건축설계 교육과정은 건축학 교육이 중심이며 이는 건축사 교육을 의

미한다.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도입된 5년제 건축학 인증 프로그램이 정착되면서 

건축사교육의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러나 정착과정에서 건축공학과 분리에 따른 

문제점, 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건축과 문제점, 건축사 실무위주의 교육에 따른 

기초학문의 위기, 건축교육 모형의 일원화에 따른 경직성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

다.71) 현행 대학 건축교육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개선 과제

과다한 5년제 건축학 프로그램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분리문제

건축공학교육의 정체성 문제

전문대학 건축교육의 문제

4년제 건축교육의 다양화

다양한 건축교육 학위의 제도화

대학원 전문교육의 활성화

5년제 건축학 프로그램의 개선

건축공학 프로그램 개선

전문대학의 건축교육

(2-3년제 교육의 내실화)

[표 4-19] 건축교육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과제

(대한건축학회 건축교육 선진화 방안 재정리)

71) 대한건축학회, 건축교육 선진화 방안, 2011, pp.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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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이 5년제 학부과정이 중심인데 비해 미국의 건축학 

전공 과정은 4년제 또는 5년제 학부과정과 3년, 2년, 1년제의 대학원과정으로 나

눌 수 있다. 미국의 건축학 학제는 NAAB(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에서 인증하는 학제는 5년제와 4+2년제이다. 미국 건축교육의 특징을 살펴

보면, 건축가를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설계교육에 중점을 두고 대학원 중심으로 운

영하며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위제도가 있으며 건축은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

여 개인의 창의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72) 

건축교육의 

방향
학제분류 교과과정

기술공학적 

분야와 

예술적 

분야로 

이분화

공과대학 소속 6개

건축대학원 7개

건축대학 89개

설계과목 위주로 운영

설계 6학점

15시간

설계이론, 기술능력 개발 관련 

2-3과목 수강

졸업 이수 학점 중 1/3 설계학점

학생 20명당 교수 2-4명

4년제 학부(B.S.)

5년제 학부(B.Arch.)

4+1년제 학부(B.S.+B.Arch.)

4+2년제(B.S.+M.Arch.)

3년제 석사(M.Arch.)

[표 4-20] 미국 건축대학 학제 구성

건축대학의 건축설계 프로그램은 설계 및 형태표현과 역사, 형태, 환경, 기술 및 

실무 등과 컴퓨터 관련 표현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정은 건축입문, 표현입문, 

디자인입문, 건축설계입문, 건축설계 등 5가지로 구분한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건축입문 건축형태 입문, 건조 환경 입문

표현입문 표현요소 입문, 표현방법론 입문

디자인입문 디자인 구성요소 입문, 디자인 방법론 입문

건축설계입문 건축 설계 방법론, 건축 공간 구성롱

건축설계 프로젝트 수행, 표현력과 발표, 논문

[표 4-21] 미국 설계교과목 구성

72) 건설교통부,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 김형우, 건축교육인증 국외기준분석, 2000,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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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 건축학교인 SCI-Arc.(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itecture)의 5년제 학부 인증 건축학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Foundation program 

First term-1A Second term-1B

DS1010-6units

Material Strategies for the Physical World

CS2010-3units

Fields and practices: Introduction to 

Design Cultures

CS2011-3units

Writing in Architecture: ESL/ELL 1

AS3010-3units

Introduction to the Physical World: 

Materials, Behaviors, Forces

VS4010-3units

Fabrications and Delineations 1: 

Introduction to Fabrication and Drawing 

Techniques: Perception/Translation

DS1011-6units

Conceptual Strategies for the 

Physical World

CS2012-3units

History of Architecture 1: Prehistory 

to Middle Ages

CS2013-3units

Humanities: Antiquity to Middle 

Ages

CS2014-3units

Writing in Architecture: ESL/ELL 2

VS4011-3units

Fabrications and Delineations 2: 

Introduction to Fabrication and 

Drawing Techniques: 

Projection/Description

Third term-2A Fourth term-2B

DS1020-6units

Formworks: Sites and Contexts

CS2020-3units

History of Architecture 2: Renaissance to 

the Enlightment

CS2021-3units

Humanities 2: Renaissance to 

Romanticism

AS3020-3units

Introduction to the Environment and 

Climate

VS4020-3units

Technologies of Description 1: Analog 

and Digital Practices

DS1021-6units

Formworks: Programs

CS2022-3units

History of Architecture 3: Industrial 

Revolution to Contemporary 

Discourse

CS2023-3units

Humanities 3: Modernism in 

Literature and Film

AS3021-3units

Structures 1: Forces and Vectors

VS4021-3units

Technologies of Description 2: 

Analog and Digital Practices

[표 4-22] SCI-Arc. 교육프로그램

(SCI-Arc. 홈페이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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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ore program 

Fifth term-3A Sixth term-3B

DS1030-6units

Field operations: Static Architectural 

Systems+Integrated Applied Studies

CS2030-3units

Introduction to Urban Systems

AS3030-3units

Structures 2: Long Span and Lateral 

Systems

AS3031-3units

Tempering the Environment: Light, Air 

and Sound

VS4030-3units

Technologies of Description 3: Analog 

and Digital Practices

DS1031-6units

Dynamic Architectural Systems:  

Anabolic, Metabolic, 

Catabolic+Integrated Applied Studies

CS2031-3units

Philosophy of Technology

AS3032-3units

Smart and Sustainable Systems

AS3033-3units

Tectonics: Construction, Assembly 

and Detail

III. Advanced studies

Seventh term-4A Eighth term-4B

DS1040-6units

City operation: Architecture in Critical 

Setting+Integrated Cultural Studies

CS2040-3units

Introduction to Critical Studies

AS3040-3units

Design Documentation: Analysis and 

Development

Elective-3units

Vertical Studio-6units

Cultural Studies elective-3units

AS3041-3units

Design Documentation: Construction 

Documents

AS3041-3units

Professional internship

or

Elective-3units

Ninth term-5A Tenth term-5B

Vertical Studio-6units

CS2050-3units

Thesis studio preparation

AS3040-3units

Practice Environments: Contracts, 

Liability & Business Models

Elective-3units

DS1051-9units

Thesis Studio 

Elective-3units

Elective-3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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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건축교육제도 선진화 방안의 연구에서 한국 건축

교육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현재 건축교육의 문제점들은 건축교육의 

이념 및 장기적 방향설정 부재,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민 대상 건축교육 

확대의 필요성, 초, 중, 고등학생 대상의 건축문화 교육 시행의 필요성, 계속교육의 

개선, 건축학 교육과 건축사 양성교육의 혼돈에 따른 문제점, 건축 관련 산업현황

에 대응하는 교육제도의 수립 필요성, 건축 관련 자격과 건축교육, 그리고 건축교

육제도 개선의 전제 등으로 나타났다.73) 또한, 건축교육 목표 및 기관의 다양화, 

다양성을 확보한 교과기준 설정, 학제간 연계 및 통합, 협동 교육 실시, 전문 건축

인의 공공서비스 인식 향상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축교육 체제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74)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건축교육의 전문화와 교육의 세분화에 

대한 언급들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건축계는 기본적으로 건축교육은 일반적이고 

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인다. 한국 내 건축학과와 의과대학은 설립 인가 요

건 그리고 과별 인원 조정을 위한 전환 시 정원 신청분의 최소 1.5배 이상 총 정원 

감축 비율 등 차이가 나타난다.75)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와 건축사의 자격 정원에 

대한 조정 방법이 다르게 된다. 

체계성의 관점에서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 전문가주의를 정리하면 한국 건축

설계분야의 교육체계는 현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으로 표준화되었다. 건축공학중심

에서 건축설계중심으로 변화하는 중이며 이로 인하여 공과대학이 아닌 새로운 소

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 대다수의 건축학과는 인증제도로 인하여 5년제 학

부체계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이러한 단일 교육체계보다는 다단계 교육제도 도입, 

고유하고 특정한 전문분야와 다양한 선택, 그리고 기초와 실무의 단계별 교육체계 

등 다양한 요구가 발생한다. 

교육분야와 실무분야 체계성의 비교분석 항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73) 대한건축학회, 건축교육 선진화 방안, 대한건축학회, 2011, pp. 6-49.

74) 이명식, 건축교육 선진화 방안 연구, 건축 55(11), 2011, p. 72.

75)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2014,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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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의료분야 건축설계분야

교육 기간 6년제/4+4년제 5년제/4+2년제

실무 기간 수련의(1년+4-5년) 실습 3년

소속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공과대학 내 건축학과

소속 특징 독립 단과대학 대부분 공과대학 소속 

인증 기준 KIMEE/WFME기준인증 KAAB/UIA기준 인증

진로 졸업 후 진로 의사 졸업 후 진로 다양

교육 체계
교수-대학원생(석, 

박사)-학부생

교수-대학원생(석, 

박사)-학부생

교육 공간 연구실, 의국 연구실

교수 대학병원진료 현상, 공모 등 심의위원

[표 4-23] 교육분야 체계성 비교

항목 의료분야 건축설계분야

실무 체계 

분류

1차-2차-3차 병원

의원-종합병원-대학병원(상급병

원)

건축 사무실

(규모에 따른 분류)

실무 체계
의사-수련의

의사-간호사-의료기사 

건축사-예비건축사

직급조직, 임원-직원

전문가 종류 의사, 전문의 건축사

체계 인력 

구조
교수-수련의 임원-직원

의뢰인 관계 의사-환자 관계 건축사-건축주 관계

[표 4-24] 실무분야 체계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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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태도적 요건의 공공성

전문가주의의 공공성은 전문가주의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권력과 권위의 

활동인 공식적인 것과 공공생활 또는 공공문제의 공적인 것의 이중적인 함의를 가

지고 있다. 공공성은 공공영역과 관련되며 이는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이다. 의

료분야와 건축분야 공공성 비교분석은 분야별 공공성 개념에 따른 실천 논의와 전

문가주의 윤리교육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1) 분야별 공공성 개념과 실천 논의

공공성은 행위의 목적에서 보면 사적 부문의 효율과 대비된 법의 지배를 중심으

로 하는 민주성이나 형평성과 사회정의, 평등 등과 같은 목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

는 공공선과 관련되어 규정한다. 이러한 공공성은 약자의 보호, 분배적 정의, 공정

한 기회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윤리 개념과 연결되며 공공재의 성격과 범위, 

우선순위에 대한 집단적 결정, 집단적 공여 등 공동체 개념까지 연장된다. 최근 공

공성은 기존의 국가나 공공기관 같은 공공부문의 주체로 한정하기보다는 시민단체

나 비시장적 규범과 공익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

므로 공공성을 공동체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현하고자 하는 평등주의적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76) 하버마스(Habermas)는 오히려 정부 관료가 공공성의 중요한 

소통과 비판 담론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공권력은 공간

적으로 공적 영역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다. 공공

성은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이 겹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의사의 경우 공공서비스 윤

리를 실천해야 하는 요구와 더불어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시장행위자 역할도 하게 된

다.

아렌트(Arendt)는 공론장의 변동 과정을 고찰하면서 공공성은 공론장의 제도화

와 현대 공론장의 소비 선택권과 비인격적 소비로 인한 재봉건화되며 소수의 의견

이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지고 여론화되어 권력화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서 공공성은 공론장이라는 공간의 관점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은 행위와 그 결과물

인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일어나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공성 표출

을 위한 요소인 행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로 치환되면서 건축적 공공성을 

76) 윤수재; 이민호; 채종헌,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2008,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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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게 된다.77)

[그림 4-1] 공공성 표출을 위한 요소

(주민자치센터의 건축적 공공성에 대한 연구 재인용)

건축의 공공성이 발현되는 공간인 공적공간은 도시에서의 생활에서 생긴 긴장을 

완화시키며 휴식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커뮤니티 형

성과 구체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도시의 이러한 공적공간들을 살펴보면 광장, 공

원, 가로, 아케이드 등이며, 건축물 공적공간으로는 실외 공적공간과 개방된 다목

적 공간이나 매개공간인 실내 공적공간이 된다.

도시 공적공간 건축물 공적공간

광장, 공원, 가로, 

아케이드

실내 공적공간

실외 공적공간개방된 

다목적 

공간

매개공간

[표 4-25] 건축적 공공성 발현 공간

19세기 이후 공공서비스 정신과 이에 연관된 공공영역의 지속적인 증대는 국가

의 집단적 보호체계를 공여한다는 절대적 믿음과 더불어 사기업의 공공영역의 가

치 습득으로 촉진되었으며 전문가주의와 전문가적 이상이 사회전반의 조직원리로 

77) 석은정; 신재억, 주민자치센터의 건축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3(1), 2009,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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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영역은 그 자체로 다른 부문보다 시장의 저항과 영

향에 쉽게 노출되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유권자들 지지기반이 약화되면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축소되고 전문가주의는 배타적 자신감과 자격에 대한 보상 등 사

회적 공공선보다 엘리트의식에 빠지게 되고 학계 또한 실증주의로 인한 세속적 계

급화와 시장적 경영 및 관리의 도입으로 공공 책임성은 전반적으로 후퇴하게 되었

다.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적 힘이 우선으로 작동하지만 그 배경에는 인간과 사회, 

국가와 공동체, 정치와 경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정당화가 깔려있다. 신자유주의

로 인하여 공공성을 실제적 가치보다 법의 지배를 앞세운 절차적 정당성을 통한 개

인의 이해관계 보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커져왔음을 나타낸다. 공공성의 확보는 

시장, 사적 권력, 중앙국가로부터 보호하고 전문가주의의 자율성과 시민의 신뢰 회

복이 중요하다.

서양사회에서 공공성의 일반적인 유형은 기회의 균등과 분배의 평등성을 강조하

는 과정 지향성과 분배조건보다는 최종 분배상태의 평등성의 결과 지향성 등이 있

다. 또한 공공성은 민주주의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주체인 시민민주주의

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주권에 참여하는 행위주체인 공민민주주의의 조합으

로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도구적 공공성, 윤리적 공공성, 담화적 공공성, 구조적 

공공성 등 이념형으로 재구성된다.78)

 

도구적 공공성 윤리적 공공성 담화적 공공성 구조적 공공성

초점 국가 국가 시민사회 사회구조

관점 도구적 차원 도덕적 차원 구성적 차원 구조적 차원

내용 기본권 보장
사회경제권 

보장

참여, 토론 

활성화
착취구조 폐지

행정이론 관료제론 복지행정 거버넌스 이론
비판적 

행정이론

[표 4-26] 이념형으로서의 공공성 유형

 

공공성의 층위는 복잡하며 다양하여 물리적 공간에서 무형의 이념까지 분화되고 

78) 서주미, 공공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간디자인 접근 방법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논문, 2013, pp.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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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관계를 맺으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공공성의 층위 구분은 다음과 같

다.79) 

 

명칭 내용 가치형태

장소적 

공공성
장소성 장소의 공간적 정의 지역 장소적 가치

제도적 

공공성
제도성 제도의 공식적 정의 사회구조의 평등적 가치

집단적 

공공성
집단성 집단의 참여적 정의 구성원의 참여 가치

담론적 

공공성
담론성

담론 행위의 소통적 

정의
주체 인식 변화의 소통 가치

표현적

공공성
표현성

예술표현의 문화적 

정의
구성원의 참여 가치

시장적

공공성
시장성 시장의 교환적 정의 구성원의 공동감 가치

생활적

공공성
생활성

공공서비스의 공급적 

정의
거점 중심의 가치

생태적

공공성
생태성 환경의 생태적 정의 지속가능한 사회 영위의 가치

[표 4-27] 공공성의 층위

의료분야는 사회적 제도로서의 건강권 즉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과 

함께 의료기관 운영체계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

은 환자의 보호, 공정거래의 확보, 의료행위의 숭고함 유지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

되어 있는 데 비해 건축분야의 공공성은 기존의 건축물의 적절한 기능과 재해로부

터의 보호와 구조적 안전에서 미적 표현과 디자인으로의 전이가 진행되고 있다.80) 

의료분야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권리의 실천이 사

79) 고길섶,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문화과학 23, 2000, pp. 32-60.

80) 고영선; 김두얼; 윤경수; 이시욱; 정완교,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9, pp. 

33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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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공성을 이루는 의료 공공성으로 나타나며 전문가주의 윤리를 동반한다. 의

료분야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권리의 실천이 사회

의 공공성을 이루는 의료 공공성으로 나타나며 전문가주의 윤리를 동반한다. 의료

분야는 사회적 제도로서의 건강권 즉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과 함께 

의료기관 운영체계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의료분야의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서비스이며 공공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 관련 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어 설립된 의료기관을 통하여 나타

난다. 공공의료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진료나 민

간의료에서 제공하기 힘든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공공의료는 

영리 목적의 이윤추구를 지양하고 공익에 부여하는 행위를 우선시 하게 된다.81) 

공공의료의 공공성은 제도적 측면과 삶 또는 행위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

도적 측면은 공공, 공영기관을 통해 구현되는 공공성으로는 정보제공, 규제 및 통

제, 재정 보조정책,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직접 생산 제공하는 방법 등 정부개입으

로 이루어진다. 이 측면은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의 많은 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위의 측면은 의료의 사회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가에 의해 주어진 

강요된 공공성이 아닌 개인의 다양성과 개인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내

재적 발전을 통한 건강한 공론장의 형성이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

의 조건을 구축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 의료분야의 공공성은 공공의료분야 등이 기존에 비하여 약해지기는 하였으

나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존 한국 의료분야는 민간의료의 성장과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의 위축이 나타나서 공공의 결핍으로 보이게 되

었고 한국 사회에 국가와 민간 이외 제3의 시민단체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공

공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분야의 공공성의 개념은 확

대되어 사회의 하부 시스템이며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공공시스템으로 여러 

층위의 환경시스템이 개인과 작용하면서 인간 발달이 이루어지는 생태 시스템 중 

공공 생태계로 가시적인 제도나 정책, 구조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다양한 부문의 

유형까지 고려해야 하는 공공레짐의 차원까지 이루어졌다.82) 이외에 의료분야의 

공공성은 제도나 정책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포함하는 지리적 차원

81) 김향자, 공공성의 개념과 의료의 공공성,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보건정책학, 2004, p. 6.

82) 김창엽,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개념, 대한공공의학회지 1, 2017, pp. 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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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건강차원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 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평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의 연구를 살펴보면, 공공성의 제1영역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며 제2영

역은 기관운영체계의 공공성이다.83)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은 적정진료 및 양질

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의 미충족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포괄적 보건의

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정책 수행, 그리고 소득

계층 및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안전망 지능 등에 집중된다. 기관운영체

계의 공공성은 의료기관의 합리적 운영과 민주적 참여를 위하여 리더십, 사회적 가

버넌스, 공개와 협력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구분 서비스 영역 특징 예시

1 공공 대중 대상 편익이 집단에게 돌아감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2
개인 대상, 공적 

중재

사회적 개입으로 사회적 편익 

향상

금영, 예방, 

만성질환 관리

3 필수 
개인의 권리

사회적 수준에 따른 편차 발생

예방, 건강중진, 

재활

4 특정 집단 대상
특정 집단의 결과가 사회적 편익 

증가

영유아, 임산부, 

노인, 학교, 산업장

5 환경 대상 비배재성, 비경합성
환경위생, 방역, 

감역, 소독

[표 4-28] 공공성을 갖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의료기관 공공성 평가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의 재구성)

 건축분야의 공공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중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

는 부분이다. 한국은 건축물의 안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는데,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1978년 반포동 아파트 가스폭발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리고 2017년 경주 화재사고까지 지속적으로 건축

물 안전사고가 발생해 왔다.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는 공공성과 안전을 담보로 형

8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공공성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국립대병원 제3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2009, pp.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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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데 공공성은 개인과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안전에 관한 적절한 전문

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체로 인식되게 되었다.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의 설계

도 중요하지만 시공 및 감리 등 여러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건축물

의 안전은 설계하자, 부실공사, 그리고 유지관리상의 과오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

용하여 발생하는데 설계과정에서 특히 건축사와 별도의 독립적인 업무영역으로 자

리 잡은 상태인 구조설계자 간의 긴 한 협의가 필수이다.84) 한국의 건축구조설계

는 1965년 건축사법의 시행으로 1급 건축사들이 주도적으로 건축구조설계를 하였

는데 초기에는 건축설계조직의 한 부분이었으나 점차 독자적인 활동을 해 나갔으

며 1990년대에 기술사사무소 제도의 도입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재 대비로 기

술사와 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건축구조설계사

무소는 외국의 건축구조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칼라트라바(Calatrava)나 아럽

(Arup) 건축사사무소처럼 건축구조를 이용한 건축설계보다는 건축설계의 건축구

조계산을 담당하는 정도이다. 건축분야의 공공성은 사회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표출시키는 매개체로 건축물 내부와 외부 공적 공간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을 위

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과 행위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건축분야

가 건설과 부동산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건축업무의 공공성은 건축단체나 개인의 

이익으로 치부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분야의 공공성은 제도적 모순과 건축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해결하고 전문가주의 위치를 경제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

으로 이동이 필요하다. 

최근 건축과 도시 공간에서 논의되는 공공성은 과거의 것과 달라서 과거의 경직

된 공공성 개념에서 탈피해 소통과 배려, 그리고 프로그램의 중요성으로서의 공공

성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의 공공성이 공권력처럼 국가가 무언가를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을 통솔하기 위한 유용한 규범이었고 국가가 중심이 되는 공(公)이었다면 

지금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共)으로 공공성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

다. 공공성은 공적 영역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사적 영역에서조차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행공간인 보도에서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공공성 확보는 당연한 것이

고, 사적 공간이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공개 공지는 건

축 공간이면서도 공공성이 요구되는 대표적 공간이다. 도시는 공간으로 이루어지

며 도시계획은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행하는 공적 제어 수단으로서의 공권력이다. 

도시 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으로서 공권력은 좁게는 도시의 물적 시설에서부터 넓

84) 고길섶, 건축구조 60년사 문화과학 23, 2000, pp. 48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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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도시의 사회, 경제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도시 공간에서 명

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도시 계획적 공권력은 사적 욕망을 제어하고 공

공성을 확대하며 도시 경쟁력을 만든다. 다수가 이용해야 할 도시 공간에서 공공의 

복리와 공공성을 훼손 가능한 사적인 욕심을 공적으로 제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

련되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 공간에서의 공공성이란 특정 개인보다 많은 일반 시민

들에게 확보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보편적 계획이나 설계라고 할 수 있

다. 

도시공간에서 공공성은 사유와 사유의 영역, 사유와 공공의 영역, 공공과 공공의 

사이영역 같이 중간 영역에 존재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한다, 이는 사회구성원

들의 공존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합적인 사회적 윤리이며 공

적의무이자 개별적인 사적권리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적활동을 극대화하

면서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공간 내의 

공공성의 역할 성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 공공성 역할과 공공성 성격

(건축과 도시, 공공성으로 읽다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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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제도에 의해 최소한의 강제적인 공공성을 열린 공공성으로 전환하기 위

해서는 공공성을 세분화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 주체, 가치, 공공성 실현 방식, 

실현 공간, 그리고 유지 관리에 따라 세분화가 가능하다.85) 2007년에 제정된 건축

기본법에서는 공공성을 크게 생활 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그리고 문화적 

공공성으로 구분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생활 공간적 공공성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공공성으로 확대하고 문화로 발전하는 것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규정하였

다.86) 이런 의미에서 건축의 공공성은 도시 공간 내 사회적 디자인의 속성을 포함

하게 되며 이는 공간을 매개로 한 관계, 가치, 삶의 공유 방식의 디자인으로 공유된

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교육을 받을 권리,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보건권과 

더불어 주거권을 시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에서 개인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공공성의 가시성, 개방성, 그리고 집단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공공

영역으로 실현된다. 현대적 공공성은 기존의 공공성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관리 및 

운영 과정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진다.

현대적 공공성

기존의 공공성 새로운 공공성

공적 공익 공정 공론

국가

정부

공공

기관
권위 일반인

사회

일반

이익

공공재 정보

참여 

민주

주의

공공영

역여론

통제

규제

공공 

서비

스

공

권

력

사회적 

책임
공통성 공유성 공개성

사회

적 

평등

성

공론적 

자율성

공지성, 인지성, 

접근성

행정, 제도적 측면
정치, 경제적 

측면

윤리, 

가치규범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표 4-29] 현대적 공공성의 확장

(건축과 도시, 공공성으로 읽다 재구성)

85) 이영범; 염철호, 건축과 도시, 공공성으로 읽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pp. 18-19.

86) 건축기본법, 제 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2007.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비교분석

110

이러한 공공성의 실천적 논의는 각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87) 공공정책 

분야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과 고령화정책은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와 연관되며 환경정책, 지속가능성 공공관리는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1999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공공성보

다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취하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건축

분야 전문가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비쳐진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전문가주의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정책 공공관리

사회복지정책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행정조직 : 공공인적자원관리를 중심으로 

고령화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

심으로 

재무행정 : 정치, 경제, 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정보화 :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 :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행정윤리 : 의무론적 덕윤리를 중심으로 

교육정책 : 공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 정부 간 관계 변화를 중심으

로 

환경정책 : 환경레짐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 혐오시설유치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 비정규직 법안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정책 : 직장보육서비스를 중심으

로 

[표 4-30] 공공성의 실천적 논의

2) 전문가주의 윤리 교육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전문가주의 윤리는 전문가주의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의사

윤리규정과 건축사 윤리규정은 의사협회와 건축사협회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생명의료윤리, 공학윤리, 정보윤리, 그리고 연구윤리 등 응용

윤리 영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전문가주의의 도덕적 정체성의 확보와 교육현장에

서의 전달인 전문직 윤리교육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의료분야 전문가주의

는 개원의사들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과 의과대학 내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주의

87) 윤수재; 이민호; 채종헌,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법문사, 2008,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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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윤리규정과 교육 그리고 전문가주의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주의와 윤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문직의 윤리의식은 통상적인 의미에

서의 도덕성을 넘어서기에 개인의 자기규제보다는 제도적 규범장치가 필요하다. 

전문가주의 윤리는 특정분야의 이론적 논의를 단순히 적용하는 정도를 넘어서기에 

응용윤리보다는 행위자 자신의 실행을 중시하는 실천윤리에 더 가깝다. 의료분야 

전문가주의 경우 의료윤리, 생명윤리, 그리고 전문직 윤리와 연관되는데 의료윤리

는 의료 실무지향, 생명윤리는 이론지향, 그리고 전문직 윤리는 의료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의료윤리와 생명윤리를 주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주의 집단의 행위규범이다.88)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경우 공학윤리, 

실천윤리, 그리고 전문직 윤리가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주의 윤리를 대학과

정에서 학제적 성격이 강한 윤리학 관련 교과과정과 전문가 계속교육 차원에서 실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주의 윤리교육은 인문학적이며 철학적 소양을 기반

으로 하는 전문가주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각 영역별 전

문직 실무에서 만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현장에서 모색

하여야 한다. 전문가주의 윤리교육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89)

[그림 4-3] 전문직 윤리 교육 모형

(프로페셔널리즘과 전문직 윤리 교육 재인용)

88) 강신익,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윤리, 의료, 윤리, 교육 5(2), 2002, pp. 119-120.

89) 정연재, 프로페셔널리즘과 전문직 윤리교육, 윤리교육연구 14, 2007, pp.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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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비교분석 항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의료분야 건축분야

정의 질병 치료 공공 공간 확보

분야 예방, 공공의료 안전, 기능, 구조, 심미, 교육

권리 진료권/진료받을 권리 공간 사용권

이데올로기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윤리

대한의사협회윤리규약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윤리

대한건축사협회윤리규약 

[표 4-31] 공공성 비교

공공성 관점에서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

면 두 분야 모두 공공성의 정의를 확보하고 있으나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공공성

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 내 의료분야의 공공성은 19세기 말 서양의학의 수입 초

기부터 근대국가수립 및 경제적 발전과정에 집중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가보다 

의사단체와 일부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공공의료 활동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축분

야의 공공성은 주로 정부 발주의 건축전문가주의 활동인 공공건축 설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와 더불어 전문가주의 윤리와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 및 문화정책과 

연대하는 국민기초교육으로서의 건축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실천이 요구된다.90)

90) 황은영; 양은배, 의학 직업전문성의 특성과 실천 원리, 의학교육논단 12(1), 2010,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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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시적 비교 분석

4.3.1. 기본적 요건의 전문성 변화

전문성의 비교 분석은 크게 공시적 비교와 통시적 비교로 나누는데 그 중 통시적 

비교분석은 첫 번째는 각 분야의 전문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의 전문성 변화

과정과 그 특성이며, 두 번째는 전문성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현재는 어떤 상태

인지를 비교하여 분야별 전문성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1) 분야별 전문화 과정과 특성

의료분야의 전문화와 세분화는 치의분야처럼 의학에서 분리 독립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의학의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화되면서 과목별로 세분화되어 왔다.

[그림 4-4] 의료분야 전문화 과정

과목별 전문화와 세분화는 의학 지식의 축적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더욱 진행되

어서 각 과목 내 세부과목들로 나누어졌다. 의학은 초기에 크게 내과와 외과라는 

두 분야로 구분되었고 내과에서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점차 분화되었고 이후 

내과는 소화기 내과, 순화기 내과, 심장 내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왔다. 그 결과 현

재는 과다한 세분화로 인한 지식의 파편화와 양적 증대로 인하여 질환별 센터로 통

합화되고 네트워크화 되고 있다. 즉 초기에 기능화되면서 점차 세분화되었고, 세분

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통합화 과정이 나타나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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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네트워크화되었다.

의료분야의 전문화와 세분화되는 과정은 질병의 세분화에 따른 분류와 연관되어 

있다. 질병통계의 결과로 분류학문의 대표적인 분야인 의료분야는 하나의 질병을 

분류하고 그 분류를 기준으로 진단과 치료법을 처방하는 학문으로 지극히 전형적

인 서양의 근대학문이다. 국제보건기구의 국제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국가마다 

다양한 질병을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질병의 관리와 예방을 위

한 세분화된 질병통계가 필요하였으며 분화될수록 질병에 대한 정보가 증가하고 

진단의 정확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의료분야의 학문은 세분화되었으

며 현재는 각 과목 내 분과가 심화되었다. 심화된 세분화의 장점과 더불어 단점도 

나타나서 각 세분화된 관점에서 질병과 학문의 방향을 세움으로써 오히려 질병 진

단의 부정확성과 분야 간 단절을 낳게 되어 분화된 학문들의 종합화와 통합화가 일

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의 실례로는 최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더 전문

화된 교육을 받는 제도로 운영하려는 입원전담전문의 즉 호스피탈리스트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소화기학회 산하 8개 분과학회에서 찾을 수 있다.91) 호스피탈리스

트 제도가 도입되는 환경에서 내과의 가장 큰 분과학회인 소화기내과학회의 역할

은 임상강사들이 학문적이며 임상적 역량을 갖추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소화

기학회가 8개 분과학회로 나뉘면서 최근 10년간 학문적인 세분화에만 치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간 분야 의사는 간 질환만 아는 등 절름발이 형태의 학문으로 진행

돼왔다. 학문 세분화도 더불어 통합도 중요하며 새롭게 소화기분과에 진입하는 레

지던트나 전문의 등이 세분화와 통합을 조화롭게 이루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임상부문 전문성의 정도를 병원의 조직변화로 살펴보면 

1910년 주요 과목 9개의 임상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1978년 제1 진료부문은 내

과 등 14개 과로 제2 진료부문은 진단방사선과를 포함 7개의 진료지원과로 발전하

였다. 2018년 현재 21개 과의 진료부문, 17개 소아진료부문, 27개 센터의 암진료

부문 등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었다.92) 

91) 소화기 분과전문의, 세분화·통합 조화 필요, 메디팜스 https://blog.naver.com/mpt110/221253925034

9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11&efYd=20170921#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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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978년 2018년

진료과목(9개)

내과, 외과, 

안과, 산과, 

부인과, 소아

과, 이비인후

과, 피부과, 

치과

제1진료부문(14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비

뇨기과, 성형외과, 신경

과, 신경외과, 안과, 이

비인후과, 정신과, 정형

외과, 피부과 

진료부문(23개)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

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의학

과, 성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영상

의학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임상약리학

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제2진료부문(7개)

진단방사선과, 진단검

사의학과, 임상약리학

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병리과, 마취

통증의학과

소아진료부문(17개)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

성형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안과, 소아이비

인후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소아정형외과, 소

아피부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재활의학과, 소

아응급의학과,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소아영산

의학과, 소아진단검사의학과, 소아병리과, 

특수클리닉(2개)

소아청소년여성클리닉, 소아완화의료클리닉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암진료부문, 암종별센터(16개)

간암센터, 갑상선센터, 갑상선/구강/두경부암

센터, 근골격종양센터, 뇌종양센터, 대장암센

터, 비뇨기/전립선암센터, 위암센터, 유방센

터, 척추종양센터, 청소년암센터, 췌장/담도

암센터, 폐암센터, 피부암/항암제특이반응센

터, 혈액암센터, 부인암센터

통합암센터(12개)

기관지내시경센터, 방사선종양센터, 분자병리

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암건간증진센터, 암

통합케어센터, 종양내과센터, 종양영상센터, 

종양진단검사센터, 암정보교육센터, 종양임상

시험센터, 암맞춤치료센터

센터(9개)

장기이식센터, 파킨슨센터, 유방센터, 감마나

이프센터, 어린이병원심장센터, 의학연구협력

센터, 지역약물감시센터, 인공와우센터, 임상

시험센터, 건강증진센터, 뇌하수체센터, 중증

외상센터, 태아센터

의공학과

[표 4-32]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 임상진료과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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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의 극단적 세분화는 오히려 종합화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한국 의료분야 

전문화 과정의 중요한 교육체제인 한국의 전문의제도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분과전문의를 수료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한데 한국은 2

년을 권장하지만 보통 1년을 마치면 분과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다. 또한 한국의 전문의제도는 분과전문의를 마치면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일반 전문의들이 하는 일을 다시 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현재 40%정도의 분과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내과 전문의를 수료한 80%가 분과전문의로 진입하

기 때문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은 개인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이

다. 수련의와 임상강사 등 전문지식인의 값싼 노동력으로 수련병원들이 운영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의제도가 중심이 되는 의료체계가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의료체계는 외국과 다르게 의사의 90%정도가 전문의이며 3차 진료를 담당하여야 

할 전문의가 1차 진료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전문화한 의사는 좁은 범위의 임

무에 정통하지만 다른 보조 전문가와 의료장비에 의존하여 업무에 대한 개별 의사

의 장악력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의사 전체 차원에서 의료업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93) 

의료분야의 전문화는 임상진료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변화했다. 그러므로 임상공

간의 중심인 병원과 병원조직을 살펴보면 의료분야 전문화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병원조직의 구조는 전문직 관료체제와 행정 관료 체제가 연결된 독특한 이중 피라

미드 체제이다.94) 병원조직의 특성 중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의료전문직의 학문적 

권위와 비전문직인 행정의 공식적 지위와의 갈등이 내포된 조직이다. 병원을 구성

하는 인력들은 매우 다양해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등 의료 전문

가 집단들과 행정관리인력을 중심으로 사무, 기술, 기능인력 등이 있다. 병원은 급

속한 의학의 발전과 시설과 장비 및 의사들의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하여 전문

화, 분업화되었다. 최근에는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행정업무가 증가되면서 행정관리

의 필요성이 늘어났다. 병원은 다른 조직에 비해 분화의 정도가 매우 높은 조직으

로 병원조직은 크게 행정부서와 진료부서로 나누고 진료부서는 의사를 중심으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다. 병원조직은 구성원들의 상호협동성이 중요한데 전문가 

93) 박호진, 한국 의사의 탈전문화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2008, p. 22.

94) 김문정, 대형병원의 진료과별 조직에서 질한, 장기별 센터제로의 변환: 미국 선진병원 및 국내 대형병원 사

례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논문, 2006,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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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는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인하여 협동적인 경향보다 자기 지향적이며 계층

적이며 의사소통의 단절 등이 나타난다. 대학병원의 경우 진료뿐만 아니라 임상 교

육과 연구도 중요한 기능이며 한국은 의료 자체가 영리 추구가 아닌 공공성을 바탕

으로 한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통념이므로 이념적 목표와 현실적 경영사이의 차이

가 나타난다. 한국 내 병원이 현대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된 것은 정부의 외부 규제

와 산업 추세에 대응하면서 형성되었다. 병원 구조는 극단적인 조직의 세분화로 이

어져 현대 병원의 구조는 기능별로 세분화된 진료부, 진료지원부, 행정지원부 등 

각 조직이 각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세 조직들도 내부 분화가 기능별로 분화

되어서 진료부의 경우 각 진료과목별로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전

문직종의 세분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기능별 조직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기능적 세분화로 인하여 기능별로 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순

차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하여 업무의 책임소재도 문제가 되고 업무가 지연되거나 비효율이 나타나

기 때문에 가장 업무량이 많은 시기와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배치하게 된다. 

이러한 세분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료 서비스의 변화나 운영체계의 변

화를 통한 시도들을 통하여 일부 해결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

하다. 조직 구조의 개편에는 질환별, 장기별 센터화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이는 기

능적 센터, 임상위주 센터, 그리고 포괄적 센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능적 센터는 

기존의 지능별 조직은 유지하되 센터의 기능전환을 위해 조정한 형태이다. 임상위

주 센터는 진료기능에는 센터화를 도입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은 기존의 조직을 유

지하는 것이며, 포괄적 센터화는 기존의 기능별 조직을 없애고 센터화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의료분야의 센터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사는 관리의료체계로 병원은 

네트워크화 되면서 의사와 병원 조직 모두 집중화된다. 그리고 공급자와 보건의료

직 모두 전문화되고 있다. 의료과목은 세부 전문분과가 증가하고 새로운 인력과 분

야의 전문기사들이 등장하게 된다. 유사한 과목들과 조직들이 통합되고 경제적 필

요에 따른 수평적 총합과 의료범위의 변화와 조정에 따른 수직적 통합이 나타난다. 

의료기관간의 네트워크화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전략적 연대나 협회 등 다양한 수

준의 연계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센터화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센터를 하나의 책

임경영 단위로 설정하였다. 미국의 엠 디 엔더슨(MD Anderson)병원은 포괄적 센

터의 조직유형으로,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은 임상위주 센터화로 전환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립 암센터가 엠 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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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슨 병원을 모델로 센터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4-5] 질환별 센터화의 조직 유형

(대형병원의 진료과별 조직에서 질환, 장기별 센터제로의 변환 재인용)

한국 내 의료분야 전문가주의가 학문에서 전문화와 세분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의료분야의 전문가가 배제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의료정책에서도 건강 보험, 그 중에서도 보험급여서비스의 제공기준을 정하는 과

정은 행정공무원, 약사, 그리고 소비자 대표인 시민사회단체는 포함되면서 당사자

인 의사들은 배제된 상태로 수립된다. 최근 의료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면

서 임상진료도 확대되고 의사들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 식약청의 경우 846명 정원에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95) 전문가

주의에 따른 전문가의 배출과 더불어 전문가의 적절한 배치와 적극적 참여는 정부 

정책의 객관적 근거 도출 및 임상연구의 투자와 정책성공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95) 허대석,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정책 수립과정의 비교, 의료정책포럼 2(2), 2004,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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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의 전문화와 세분화 이전의 건축분야는 건축공학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

축설계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었으나 건축분야가 전문화되면서 건축설계, 시공, 구

조, 설비분야가 세분화되고 분리되었다.96) 이와 더불어 건축설계 분야도 건축설계, 

도시설계, 실내건축설계, 조경설계 등으로 나누어져 독립된 영역으로 되었다. 

건축설계분야의 전문화는 교육의 종합화와 일반화로 인하여 명확하게 세분화되

지는 않았으나 최근 전통건축, 병원건축, 극장건축, 초고층건축처럼 일부 영역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리고 비정형 건축설계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디지털(Digital) 건축 분야와 같은 새로운 설계방법론

의 출현에 따라 전문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건축설계분야의 대표적인 교육공간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살펴보면 

건축교육을 통한 건축설계분야 전문성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다. 한국 내 건축설계 

및 디자인 중심의 건축학과들은 대부분 기존의 건축공학에 포함되어 있다가 2008

년 이후 건축학과 인증을 통하여 건축학과로 전환되었는데 이런 학교들과 달리 서

울대학교 건축학과는 건축공학과로 시작하여 1975년에 건축학과로 개편하였고 현

재는 건축학과 내 5년의 건축학 전공과 4년의 건축공학 전공으로 분리되었다. 건

축학 교육은 설계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건축이론, 구조 및 시공의 하드웨어 분야, 

그리고 디자인 방법 및 표현인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눌 수 있다.97) 건축설계교육

과정은 대부분 건축설계방법론에 집중되어 있어 건축설계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되

지 않는 경향이 있다. 건축설계방법론은 건축 프로그램이나 규모에 따른 설계의 차

이보다는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어떠한 건축설계라도 

통용되는 디자인 방법론을 교육하기에 건축설계의 전반적인 과정과 설계 결과의 

도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건축설계 스튜디오에서 건축설계의 구체적인 사항보다

는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떠한 건축설계도 가능하지만 실제 건

축실무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결과가 된다. 학교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에서 실

무를 통한 구체적인 건축설계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전문적이며 세분화된 분야를 

접하게 되지만 이는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지속적이기도 어렵다. 건축분야의 전문

성을 건축학 전공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6) 최태숙, 건축설계직능의 전문화 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7, pp. 84-87.

97) http://architecture.snu.ac.kr/academics/curriculum_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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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내용

1학년
기초스튜디오1(건축과 표현), 건축과 컴퓨터

기초스튜디오2(건축과 구조), 건축구조시스템

2학년

기초스튜디오3(건축과 환경), 건축사1

건축환경계획, 기초스튜디오4(패브리케이션 디자인)

건축사2, 건축재료역학1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입문

3학년
건축스튜디오3-1, 건축과 사회, 한국건축, 건축재료계획

건축스튜디오3-2, 건축구조계획, 건축의장

4학년
건축스튜디오4-1, 건축법과 제도, 건축과 도시설계

건축스튜디오4-2, 건축설비계획

5학년

건축스튜디오5-1, 건축이론 세미나, 건물시스템

건축스튜디오5-2, 건축실무, 전공선택:주거계획

행위와 공간,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 건축기획

디지털 디자인 연구, 도시건축공간계획, 아시아 건축과 도시

도시문화와 보전, 실내설계

[표 4-33]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육과목(2018년)

대학교육과정에서 건축설계분야의 교육은 종합화된 지식을 배우고 실무에서 건

축사사무소의 상황에 따라 본인의 전문 실무 지식의 습득이 되는 현재 한국 건축설

계분야의 상황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5년제의 전문교육과정과 이후 최소 3년 이

상의 실무과정에서 건축설계의 전문분야를 선택할 기회가 없다. 건축설계의 전문

화 과정은 실무에서 건축실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전문화 및 세분화가 먼저 진행되

며 실무의 요구의 반영에 따라 대학교육과정이 전문화와 세분화된다. 그 결과 학교

교육에서 일부 전공이나 세분화되면 집중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선택이 가능하며 

건축실무에서의 전문화와 세분화는 건축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대학교육은 

이러한 요구에 건축설계 관련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하여 전문화와 세분화 과정을 

강화하게 된다. 건축분야의 실무교육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시행하며 한국 내 건축

사 면허 시험 자격은 건축학 인증 건축학과 졸업과 건축실무 후 주어지므로 건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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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건축사사무소가 교육기관이 된다. 실무교육은 건축사사무소에 따라 내용과 

실무능력 습득이 달라진다. 건축사사무소의 분류는 규모와 업무영역에 따라 나눠

지며 모든 건축사사무소의 공통적이며 기본적인 전문분야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사무소의 설계 방향과 업무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종합건축사사무소

인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경우는 전문적 설계지식이 필요한 병원건축이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유지되는 주거부문과 현상공모부문 등 제한된 일부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다른 분야는 통합된 설계실무를 습득하게 된다. 이와 달리 중소규

모의 전통주택 건축사사무소나 병원건축 건축사사무소의 경우에는 특정한 설계실

무를 접하게 되어 전문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건축사사무소의 규모와 분야의 세분

화와 조직 구성은 사무소마다 다르다. 한국 내 대표적인 대형 건축사사무소인 (주)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부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 CM

사업기획

도시설계

건축설계

BIM

친환경설계

리모델링

해외사업

CM(Construction Management)

CS(Construction Supervision)

PM(Project management)

신탁사업

VE(Value Engineering)/LCC(Life Cycle 

Cost)

리모델링 CM

도시재생

해외사업

[표 4-34] (주)정림건축사사무소 업무영역

((주)정림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재정리)

한국 건축사사무소 30위내 업무영역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건축설계 업무영역

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의료시설설

계,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의 공공건축,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의 주택설계 정

도이다. 업무영역은 세분화된 분야 대신 디자인 영역 내 건축설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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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세부분야

1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인테리어디자인

조경디자인, 리모델링

조명디자인, 도시설계

친환경디자인, 사업기획

2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조경설계

인테리어설계, 도시계획/마스터플랜

3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기획, 도시설계

건축설계, BIM

친환경설계, 리모델링

해외사업

4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계획, 건축설계

도시설계, 의료시설설계

상환경설계, 조경설계

인테리어설계, 녹색건축설계

BIM, 리노베이션

5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마스터플랜, 건축설계

도시설계, 인테리어설계

6 (주)행림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기획설계, 도시계획

경관계획, 지속가능한 디자인

BIM, 해외사업

7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설계, 도시설계

해외사업, 마스터플랜

8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rchitectural Design, Sustainable Design

Digital Design, Urban Planning

9 (주)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Architecture Design, Urban Planning

Masterplan, Sustainable Design

10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11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도시설계, 조경설계

12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건축설계, 도시설계, 기획설계

13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리조트 개발, 리모델링, 일반건축, 공공건축, 

BIM 설계, 친환경 설계

14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도시설계, 마스터플랜

조경, 해외설계

15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표 4-35]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세부분야(2015년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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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세부분야

16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

소

건축설계, 상환경설계

리모델링, 조경설계

인테리어설계, 녹색건축설계

17 (주)원양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도시계획 및 설계

BIM, 친환경설계

도시재생사업, 해외사업

18
(주)종합건축사사무소디자인캠프문

박디엠피

건축설계, 개발기획

도시디자인/마스터플랜, 친환경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디자인

19 (주)혜원까치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해외사업

20 (주)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개발계획, 건축설계

친환경디자인, 도시설계/마스터플랜

21 (주)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22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23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도시설계, 실내설계

24 (주)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정비

단지계획 및 마스터플랜

25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리노베이션

26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주택설계

인테리어 및 색채계획, 도시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BIM

27 (주)종합건축사사무소동우건축 건축설계, 도시설계

28 (주)유원종합건축사사무소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29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도시설계

30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Architectural Design 

Architectural Engineering,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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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세분화하는 작업은 교육체계 및 관련 학회

들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 내 건축과 도시 공간 분야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건축과 

도시의 계획 및 설계, 구조, 시공, 환경 및 설비 등으로 구분된다.98) 이 중 계획 및 

설계 분야 연구의 분류는 공간의 규모와 시설 혹은 분석 분야에 따른다. 계획이론

과 분석에 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계획

주거건축 계획

비주거건축 계획

복합건축 계획

단지 및 조경 계획

설계방법론

실내건축

제도 및 교육

도시계획일반

도시관리

도시구조

토지이용

도시설계

교통계획

토지 및 주택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도시결제 및 부동산

GIS 및 환경

[표 4-36] Auric의 연구 분야 분류

대한건축학회 50년사에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정리하면서 분류한 분야는 건축

계획과 설계 분야, 건축의장 분야, 건축역사 및 용어 분야, 건축구조, 역학 및 철골

구조 분야, 철근 콘크리트 분야, 건축시공 및 건축 재료학 분야, 건축법규 분야, 건

축환경 및 건축설비 분야, 도시계획 분야 등이다.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분야는 연

구 초기에는 건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이후 설계 관련 이론과 설계방법론

이 나타났다. 시대의 변화에도 국민의 기초적 요구사항인 주택과 그 변형인 공동주

택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그 외에 병원건축, 상업건축, 교육 및 학교건축, 종교

건축,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호텔건축, 사무소 건축, 교통시설로 구분하였다. 이러

한 건축 유형의 연구는 점차 도시계획 같은 광범위한 규모의 설계, 그리고 설계 이

론과 방법론 등으로 확장되었다.99) 건축이라는 학문이 다양한 전문분야로 나눠지

고 세분화되었지만 건축설계분야는 연구대상의 범위가 확장되었어도 건축설계라는 

단일 범위가 유지되어 왔다. 건축유형에 대한 건축계획 및 설계는 유형에 따른 특

수한 일부분을 제외하면 설계과정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유형별 건축설계의 전문

98) 오성훈; 성은영, 공간정책의 인문학적 기초조성을 위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pp. 31-32.

99)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50년사, 1995, pp. 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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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다는 기본적인 건축설계의 종합적인 교육과 지식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유지되

어 왔다. 

연대 내용

1945-19

50
주택문제 개선, 국민주택설계안 현상, 주택대책위원회 설치

1950년대

도시주택택지의 획지정형화에 대한 연구(주원), 새로운 주택 구상(김윤기)

주택개조에 대한 구상(홍상표), 서구라파의 최근 주택사정 보고(유덕호),

주택정책과 그 물리적 실천계획(윤정섭), 서민주택 평면계획 연구(한정섭)

1960년대

덴마크 주택정책 조사보고(유덕호), 집단주택택지계획 연구(윤정섭)

한국 주택현황과 전망보고(홍사천), 주거론(안병의)

Modular Coordination을 적용한 저소득층주택 설계 및 양산 구법에 관한 

연구(송종석)

건축시설의 최적규모 계획에 관한 연구(박병전)

1970년대

주택-주택 일반 계획, 농어촌주택과 취락구조개선, 아파트 및 저소득층 저

렴주택, 최소한 주택과 국민주택의 적정 규모계획, 가구의 이용과 수납공간

을 고려한 내부공간계획, 공동주택 단위공간계획, 단지환경 및 생활공간계

획, 주거단지 내의 근린생활시설계획, 공동주택 단위공간계획, 단지환경 및 

생활공간계획, 주거단지 내의 근린생활시설계획

병원건축-종합병원의 동선계획 및 각부계획

상업건축-상점가 경관과 간판의 모듈연구, 농촌지역 구매시설 연구

학교건축-초,중,고등학교의 건축계획과 계획기준, 교실환경계획

종교건축-기독교 및 천도교의 건축공간 및 기능구성

인간행태 및 심리-인간행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인자에 관한 심리학

적 연구

컴퓨터 이용에 관한 연구-건축계획에서의 이용가능성 모색, 컴퓨터에 의한 

주택평면 분석

1980년대

주택 주거유형별-도시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도시 및 농어촌 개량주택, 노

인주거, 3세대 동거주거, 아파트, 경사지 주택

주택표준화, 주거형태의 변천, 주택지 환경개선, 주거환경 개선방안, 주거

환경계획의 행태, 심리학적 접근, 주택 외부 디자인 및 옥외공간 구성, 단

위주호 평면계획 및 가변성, 아파트 배치기법 및 군집형상, 주거단지내 공

공시설 계획, 거주자의 주생활 및 주거의식, 주거환경 평가방법, 집합주택

의 공업화 방안

가로경관, 로타리변 건물의 적정높이, 지역시설의 복합화, 사회공간 연구

주택 주거유형별-도시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도시 및 농어촌 개량주택, 노

인주거, 3세대 동거주거, 아파트, 경사지 주택

[표 4-37]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연구대상과 범위

(대한건축학회 50년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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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내용

1980년대

주택표준화, 주거형태의 변천, 주택지 환경개선, 주거환경 개선방안, 주거

환경계획의 행태, 심리학적 접근, 주택 외부 디자인 및 옥외공간 구성, 단

위주호 평면계획 및 가변성, 아파트 배치기법 및 군집형상, 주거단지 내 공

공시설 계획, 거주자의 주생활 및 주거의식, 주거환경 평가방법, 집합주택

의 공업화 방안

가로경관, 로타리변 건물의 적정높이, 지역시설의 복합화, 사회공간 연구

의료시설-종합병원의 ICU, 구급의료부, 방사선부, 외래진료부, 약제부, 수

술부, 공급부문 등 부문별 계획방법 및 면적구성, 동선처리, 병원건축의 프

로그래밍 방법, 지역 복지시설, 지체 부자유자 및 정신박약아시설, 특수학

교, 노인 홈 및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건축계획

교육시설-학교의 학습공간 및 건축계획, 교육시설의 환경계획 및 표준설

계, open school, 패턴 언어를 이용한 학교 디자인 다양화 표준설계 방안

스포츠시설-체육관, 지역사회 체육시설

문화시설-도서관, 극장, 박물관

호텔건축-면적 및 공간 배분, 형태구성 체계

사무소건축-적정 층수 계획, 1층 공간과 보행공간의 관계성, 계획기준, 로

비공간, 코어 구성

교통시설-서울역 정비계획, 주차시설 규모 평가방법, 주차시설 기준

환경-행태 연구-공간이용 패턴 및 형태, 행태와 건축환경의 구조화, 인간

과 환경의 관계, 거주후 평가, 프라이버시 인자 분석, 방어적 공간, 건축표

현과 게슈탈트 심리학의 상관성, 인간적 척도 기준 연구, 보행자 공간

설계방법론-설계과정에서의 건축판단, 건축 프로그래밍 방법 및 조사 연구 

방법, 설계과정에서의 평가 모델 설정, 형태도출 측면에서의 디자인 방법

론, 공간이용 패턴에 따른 디자인 요소 추출, space syntax, 패턴 언어를 

적용한 디자인 방법, 전통공간 조직체계의 현대적 활용, 컴퓨터 이용, 건축

척도조정, 공업화 건축 방안

1990년대

주택-저층고밀형 도시주택개발, 도시주거지 공간구조 분석모델, 주거지의 

환경적 아이덴티티 계획, 중정형 도시주택공간구조의 문화적 비교, 주거단

지 거주성 지표로서의 옥외공간, 주상복합주택 계획, 집합주거단지 공간구

조와 범죄율의 관계, 집합주거의 근린관계, 주거공간의 변용, 초고층 아파

트 계획

의료시설-종합병원의 증개축 및 적정 소요 병상수 산정

교육시설-유아교육시설 및 탁아시설의 생활공간 연구, 대학 캠퍼스 및 대

학촌 개발

사무소건축-현관 개구부 구성방식, 형태와 공간 분석, 지하공간 활용방안

환경-행태 연구-복합건축물에서의 공간지각 및 wayfinding, 시환경 평가 

및 시각구조 분석

설계방법론-건축의 과학주의와 설계방법론 비판, 건축디자이너 가치체계 

형성, 건축설계의 전문성, 건축디자인 사고과정, 공간기능 분석의 산술화, 

건축설계 인지과정 분석, 인공지능기법에 의한 건축설계 방법



제 4장. 전문가주의 비교 분석 

127

 한국 건축설계분야의 대학교육과정에서 통합적이고 일반적인 건축설계교육이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한국 전통건축 프로그램이 유일하다. 전통건축

이 개설된 학교는 명지대학교 전통건축전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그

리고 계명대학교 전통건축학과 등이다. 이 중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전통건축전공

은 5년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인증을 충족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건축전공 특화프로그램으로 전통건축 관련된 전공과목들과 함께 3학년부터 전

통건축전공 스튜디오가 개설되어 있다. 

학년 내용

1

건축설계와 표현 1, 건축 조형, 공간 디자인 이해, 건축학 개론

과학과 기술 영역, 사고와 표현 영역

건축설계와 표현, 한국 건축사, 문화와 예술 영역, 기독교 영역, 성경개

론, 영어2, 영어회화1

2

건축설계 1, 건축CAD, 건축과 문화, 서양 건축사, 한국 건축 유형사, 

영어회화2

건축설계 2, 대지조성 계획, 건축 구조의 이해,한옥 실습, 동서양 미술

과 미학

3

건축설계 3, 건축 재료 및 구법, 환경 시스템 1, 건축 구조 시스템, 목

구조

건축 설계 4, 도시주거 환경계획, 근현대 건축사, 환경 시스템 2, 동양 

건축사

4

건축설계 5, 건축법규, 도시/주거 전공영역, 건축시공, 역사와 철학 영

역

건축설계 6, 건축설계 실무와 창업, 행태/문화 전공 영역

동양복조건축사, 사회와 공동체 영역

5

건축설계 7, 역사/이론 전공영역, 건축문화유산론, 건축고고학 실습, 일

반교양

건축설계 8, 일반교양, 일반선택

[표 4-38] 명지대학교 전통건축전공 교과이수 모형

명지대학교 전통건축전공 홈페이지 인용

전통건축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건축학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반 건축학 교

육보다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건양대학교는 지난 2012

년 3월에 기존 건축학과와 인테리어학과를 의료건축디자인공학과로 통합 개편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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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13년 3월 현재 명칭인 의료공간디자인학과로 틀을 확립했다. 건양대학교 의

료공과대학의 의료공간 디자인학과는 건축학 비인증과정이지만 의료공간이라는 특

정한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다. 건양대학교 의료공간 디자인학과 교육

과정은 설계와 관련된 과목들과 더불어 의료건축법규, 의료서비스 경영론, 치유색

채디자인, 그리고 의료IT공학과와 의공학부의 의료장비 관련 교육도 포함되어 있

다. 교육과정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100)

분류 교과목

공간디자인/설

계

공간디자인 I/II, 의료공간디자인 I/II, 종합설계프로젝트 I/II,

제도 및 표현기법, CAD, BIM, 2D컴퓨터그래픽, 3D컴퓨터그래픽

I/II, 포트폴리오, 의료공간디자인개론, 공간디자인사, 공간계획론, 

의료공간계획론, 근거중심의료디자인, 공간의학, 디자인과 구조, 치

유환경, 재료와 시공, 의료건축법규, 의료서비스경영론, 퍼블릭프로

덕트디자인, 치유색채디자인, VMD(Visual Merchandiser), 실시설

계, 디자인경영론

공간관리/시공

공간디자인 I/II, 의료공간디자인 I/II, 종합설계프로젝트 I/II,

제도 및 표현기법, CAD, BIM, 2D컴퓨터그래픽, 3D컴퓨터그래픽I, 

포트폴리오, 의료공간디자인개론, 공간디자인사, 공간계획론, 의료

공간계획론, 근거중심의료디자인, 공간의학, 디자인과 구조, 치유환

경, 재료와 시공, 의료건축법규, 의료서비스경영론, 의료건축설비, 

적산과 공정, 역학과 구조, 시설안전관리, 관리실무

[표 4-39] 건양대학교 의료공간 디자인학과 교육과정

건양대학교 의료공간 디자인학과 홈페이지 인용

 최근 건축설계분야 중 병원이나 공항 등의 건축설계에는 일반적인 건축설계 과

정과는 다른 복잡한 인력구성과 다양한 의견들의 종합 판단이 요구된다. 건축사 이

외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건축사는 건축설계와 더불어 

PM(Project Management)으로서 통합관리자의 역할로 진행된다. 그러나 외부전

문가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설계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지식을 건축 

내부조직에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 https://www.konyang.ac.kr/prog/curriculum/kor/sub03_05_03_03/msdm/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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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업무

건축사
PM(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병원 컨설턴트 병원 기본사항

병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행정 등) 사용자 요구사항

건축주(병원 경영) 건축주 요구사항

병원설비 병원 특수설비

협력업체(구조, 설비, 적산) 병원 설계 분야별 협력

시공사 시공

[표 4-40] 병원건축 설계과정 참여자 및 업무영역

한국에서의 병원건축은 건축학교에서의 건축교육 인증 프로그램 교육보다는 건

축사사무소에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축실무나 건양대학교처럼 의료와 의과대

학 중심 대학교의 공간디자인으로 접근한다면, 미국의 병원건축은 한국에 비하면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심화 수준으로 되어 있다. 병원건축 전공 프로그램이 개설되

어 있는 곳은 Clemson University, South Carolina의 Architecture and Health, 

Texas A&M University의 Health Systems and Design, Kansas University의 

Health and Wellness, University of Texas의 Healthcare Facilities Design, 

Arizona State University의 Healthcare and Healing Environments 등이다. 

Clemson University의 Architecture and Health의 교육과정은 M.Arch(Master 

of Architecture)과정, MS(Master of Science)과정, Ph.D(Doctor of Philosophy)

과정이 있으며 그 중 3년의 M. Arch. 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은 다른 건축학과와 

유사하게 일반 건축설계에 대하여, 그리고 2학년부터 병원건축에 집중해서 교육한

다.101)

101) http://www.clemson.edu/caah/departments/architecture/programs/graduate/architecture-and-health/

march-curriculum.html

http://www.clemson.edu/caah/departments/architecture/about/accredit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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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Year: Core Studios

Semester 1 Semester 2

ARCH 8410-6units

Architectural Studio I

ARCH 8100-3units

Visualization I

ARCH 8600-3units

Architectural History and Theory I

ARCH 8700-3units

Structures I

ARCH 8420-6units

Architectural Studio II

ARCH 8110-3units

Visualization II

ARCH 8610-3units

Architectural History and Theory II

ARCH 8710-3units

Structures II

Second Year: Intermediate Studios

Semester 3 Semester 4

ARCH 8950-6units

Architectural+ Health Studio:Selected 

Project

ARCH 8210-3units

Research Methods

ARCH 8720-3units

Production & Assemblies + 8721 Lab

ARCH 6850-3units

History/Theory:Architecture + Health

ARCH 8960-6units

Architectural+ Health Studio:Tectonic 

Project

ARCH 8730-3units

Environmental Systems +8731 Lab 

Online

ARCH 6880-3units

Architectural Programming ans 

Pre-design

ARCH 8650-3units

Health Polic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Third Year: Advanced Studios

Semester 5 Semester 6

ARCH 8970-6units

Architectural+ Health Studio:Hospital

ARCH 8860-3units

Health Facilities Planning and Design

ARCH 8810-3units

Professional Practice Survey

GRAD-3units

Elective

ARCH 8920-6units

Architectural+ Health Comprehensive 

Studio

ARCH 8820-3units

Building Economics, Costs and Legal 

Issues

ARCH 8740-3units

Building Processes:Technical 

Resolution + 8741 Lab

GRAD-3units

Elective

[표 4-41] Clemson University, Architecture and Health 교육프로그램 

(Clemson University, Architecture and Health 홈페이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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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는 극장건축(공연장 건축)분야인데 이 분야는 병원건축분야와 유사

하게 건축의 특성상 여러 전문분야가 복합되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분야이다. 그러

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이를 통하여 각 분야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장건축 계획의 초기단계인 건립기획과정은 다음과 같다.102)

[그림 4-6] 공연문화시설 건립기획 과정 다이어그램

(공연문화시설 건립기획 Process에 관한 기초적 연구 재인용)

102) 한수호; 고재민; 임채진, 공연문화시설의 건립기획 Process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

회 논문집-계획계 26(1), 2006,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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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와 건축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운영자문위원회

에서 예술프로그램 실현가능성 연구와 재정실현가능성 연구를 진행하면서 건축의 

실현가능성 연구인 타당성 연구와 기본계회 연구를 시행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

으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극장유형, 제작방식,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고 건축부문에

서 시설의 유형을 결정하면서 규모가 결정된다.103)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업무

운영자문위원회

회계자문

보험자문

경영자문

모금활동자문

홍보자문

보안자문

그래픽/실내자문

건축자문위원회

무대기계자문

건축가

음향자문

기술자문

조경자문

극장자문

[표 4-42] 극장건축 자문위원회 구성

(공연문화시설 건립기획 Process에 관한 기초적 연구 재인용)

 

극장건축은 자문위원회에서도 극장설계자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통하여 공연물

의 특성과 극장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건축사에게 극장설계자문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발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104) 건축사는 극장설계 과정

을 주도해 가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이후 구체적 설계 

103) 같은 논문, p. 15.

104) 한규용, 극장설계 과정을 통해 살펴본 극장건축 요소에 대한 연구, 연극교육연구 4, 1999,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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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까지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설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건설과 건축공학분야에서 특정분야의 건축설계와 시공을 연합하여 교육 프로그

램을 시행하는 대학교도 있다. 성균관대학교 초고층·장대교량학과(Department of 

Mega Buildings and Bridges)는 한국 내 대학원 과정 중 유일하게 건축설계와 구

조를 결합한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 산학협력차원으로 신설되는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인 재정지원과 산학협력에 

따른 특성학과이다. 초고층·장대교량학과는 삼성건설 기술연구소 및 건축과 토목

본부 ENG팀의 전문 인력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초고층 빌딩과 장대교량분

야의 중복 요소기술인 구조와 콘크리트를 비롯해 흙막이와 진동제어 등은 물론 각 

분야의 현장 전문기술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그러나 건축설계에 집중하기보다

는 건축공학의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와 토목환경공학의 구조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측지학, 수공학, 환경공학에 집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러한 학과들은 시대의 경향에 맞춰 개설되고 폐지될 수 있으며 학문적인 깊이와 성

과를 낼 수 있는 대학 전공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 등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산

업형 학과 개설을 남발하는 식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105) 이외에 미

래도시융합공학과는 건설과 IT분야의 융․복합 학과로 미래 첨단 도시건설을 위한 

u-City Planner, u-City Infrastructure Engineer, u-City Construction 

Manager, u-City Facility Engineer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06) 

현재 건축설계의 전문분야는 건축학과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실무교육 및 

실무시기에 소속된 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본인의 선호분야 선택 의도와 다

른 경우가 나타나고 건축사사무소에 따라서는 명확한 분야의 구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하여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 과정에서 의과대학 교육은 의료분야의 

의사로서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사면허 시험 합격 후 수련의 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의도에 따라 전문분야를 결정하고 전문의가 된다. 그러나 의료분야

의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성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오히려 지식의 양은 방대해

지고 습득할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최근에는 오히려 통합화되고 재조직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 살펴본 전문화와 세분화의 장단점의 결

과를 통하여 건축설계분야의 교육과 실무에서 전문적 적정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10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448585

106) http://www.skku.edu/new_home/edu/graduateschool/graduateschool_55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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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재 건축학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을 통

하여 건축설계 분야에서 가능한 전문분야 및 세분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건축학 교육 인증과정에서 나타난 세분화 과정은 전통건축 분야이다. 이

는 현재 3개 학교107)에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 전통건축의 연구 및 실무

를 통하여 건축설계 전문화 과정의 선두에 있다. 

2) 건축 유형(프로그램)

기존의 건축설계 및 건축 계획 분야의 세분화는 건물 유형이나 프로그램으로 나

누었다. 병원건축의 경우 건축설계에 병원의 조직이나 요구사항들이 복잡하여 병

원전문가가 참석하게 된다. 이러한 병원 관련 지식의 습득이 병원건축 설계의 전문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론, 행태학, 인류학을, 병원건축의 경

우 의공학, 심리학, 병원관리학 등의 전문지식과 그 지식의 건축설계에의 반영을 

통하여 전문분야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는 병원건축, 공항, 공장, 공동주택, 초고

층건축 등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건축에서는 복합시설이나 건물 프

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건축설계의 결과가 명확하게 유형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

므로 주의가 필요하다.108) 그리고 수요가 많은 건물유형이지만 일시적인 수요 또

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건물 등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디자인 방법론

현대건축의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에 따라 비정형건축디자인, 매개변수에 의한 

디자인, BIM 등 컴퓨터중심의 설계방법론은 하나의 전문화된 영역이 될 수 있다.

4) 타 분야 융합으로 새로운 유형 

건축설계의 세분화 방법 중 건축 이외의 타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유형이 형성

되는 경우이다. 기존의 건축분야에서 세분화되고 독립된 설계 분야들인 도시와 건

축설계, 조경과 건축설계, 조형미술과 건축설계, 교통과 건축설계, 구조와 건축설

계, 토목과 건축설계 등 다양한 융합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시설의 제안

107) 명지대학교 전통건축전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그리고 계명대학교 전통건축학과이며 이 중 

명지대학교 전통건축전공과정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교육과정이다.

108) 김종명; 김동진, 현대건축 형태생성 과정으로써의 유형학적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3(5), 2014,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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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다.

5) 건축학의 세분화

건축설계에 관련된 과정을 세분화하여 건축이론, 기획 및 제안공모, 건축실무 등 

몇 가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마다 집중하여 교육하는 방법이다. 

6) 건축설계 과정의 세분화

건축설계 과정은 기획과 기획설계,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나누는데, 이 

과정의 분업화와 세분화된다면 각 과정에서의 건축설계의 결과물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세분화 방법 영역

건축 분야 전통건축

건축 유형 병원, 공항, 공장, 공동주택, 초고층

디자인 방법론 비정형 건축, BIM

타 분야 융합
도시와 건축설계, 조경과 건축설계, 조형미술과 건축설계, 교

통과 건축설계, 구조와 건축설계, 토목과 건축설계

건축학 세분화 건축이론(R&D), 기획 및 제안공모, 건축실무

건축설계 과정 세분화 기획,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표 5-1] 건축설계분야 전문화 방법과 영역

 

2) 시대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문가와 직종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의료분야의 

경우 지속적으로 전문화 및 세분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과목별에서 질병 중심으

로 통합화되는 실정이다. 건축분야의 공간디자인은 16세기 이후 지식을 바탕으

로 한 디자인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1920년대 과학적 디자인의 산물이란 관점으

로, 1960년대에는 과학기술과 컴퓨터 활용 등의 기반 하에 과학적 디자인 과정

으로 발전하였고, 2000년대에는 경험적 근거에 기반을 두는 과학적 디자인 방법

인 증거기반설계로 변화하였다.

의료분야는 1950년대 내과의사, 외과의사 및 치과의사와 그 외 의료인인 간호사 

및 조산사, 전문 의약 근로자 그리고 의약 기술공으로 분류되었다. 1960년대에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관련 종사자로 변경되었다. 1980년대에는 생명과학 및 보

건전문가로 통합되었고 2000년대에는 보건전문가로 분류하였다.109) 건축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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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국의 근대국가 설립 시기인 1950년대 직업분류를 살펴보면 건축으로 대표

되는 공학의 중분류가 있으나 1960년대에는 건축기술자, 공학기술자 관련 기술공

으로, 1980년대는 물리, 수학 및 공학 전문가로, 2000년대는 과학 및 공학 전문가

의 분류로 변화되어 왔다. 전문직의 범주는 고전적 전문직으로 의사, 법률전문가, 

성직자, 과학자 등이 있으며 방송인, 경영인 등 신흥전문직, 그리고 간호사, 교사, 

사서 등 반전문직과 전문보조직 등으로 구분된다.110) 

전문성의 관점에서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의료분야는 근대

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전문화와 세분화되어 왔으며 현재 기초의학, 임상의학, 사회

의학 등 세 분야의 전문성을 구축하였다. 이에 비하여 건축분야에서 시공 및 건축

공학이 분리된 이후 건축설계분야는 일상생활부터 고도로 전문화된 광범위한 범위

를 포함하는 일반화와 전문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모든 전문가주의 

분야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의 변화가 나타나며 의료분야의 경우 과목별 중

심에서 질병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건축설계분야는 건축 설계와 감리를 중

심으로 건축 행정 등 다양한 범위의 업무 변화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09) 오헌석; 성은호, 전문직종의 변화에 따른 전문가 사회의 특성 및 동향 분석, 한국직업교육학회지 29(2), 

2010, p. 211.

110) 조동기; 조희경, 지식정보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와 특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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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1958년
전문직. 기술직 관련 전문기술 

관련직 종사자

건축, 공학 및 설문조사자

화학자, 물리학자, 지리학자 및 다른 물질 과학자

생물학자, 수의사, 농경가 및 관련 과학자

내과의사, 외과의사 및 치과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

전문 의약 근로자 및 분류되지 않은 의약 기술공

교원

성직자와 관련 종교지도자

법무종사자

예술, 작가 및 관련 근로자

제도사, 과학과 기술 공학으로 분류되지 않은 직업

기타 전문가, 기술 및 관련 근로자

1968년
전문직. 기술직 관련 전문기술 

관련직 종사자

자연과학자 및 관련기술공

건축기술자, 공학기술자 관련 기술공

항공기 및 선박 고급 승무원

생명과학 및 관련기술공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관련 종사자

통계학자, 수학자, 체제분석가 및 관련 기술공

경제학자

1988년

전문가

물리, 수학 및 공학 관련 전문가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교육전문가

기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물리, 수학 및 공학 관련 준전문가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교육 준전문가

기타 준전문가

2008년

전문가

과학 및 공학 전문가

보건 전문가

교육 전문가

경영 및 행정 전문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법률, 사회 및 문화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과학 및 공학 준전문가

보건 준전문가

경영 및 행정 준전문가

법률, 사회 및 문화관련 준전문가 

정보통신기술공

[표 4-44] 국제표준직업분류체계에 따른 전문직업분류체계의 시대적 변화

(전문직종의 변화에 따른 전문가 사회의 특성 및 동향 분석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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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의 변화과정을 비교 분석한 항목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의료분야 건축분야

전문성 변화 
진료과목 중심에서 질병 

중심으로 변화

건축분야 세분화 후 독립

건축설계분야는 통합상태에서 

전문화되는 초기상태

변화 특성 세분화, 다양화에서 종합화
일반화, 다양화(사회학적 접근), 

국제화

전문성 유지 계속교육 계속교육

[표 4-45] 전문성 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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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구조적 요건의 배타성

건축분야는 건축사법에 의해 전문지식의 독점 및 경제적 보상을 통해 독자적 배

타성을 보장받고 있다. 의료분야는 면허제인데 비하여 건축설계분야의 자격은 자

격등록제인데 이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일하다. 의사는 면허제이므로 의료 시술을 

하려면 면허가 있는 배타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만 건축의 경우 건축설계는 누

구나 할 수 있지만 자격의 효력은 실질적 행정 절차에서 나타난다. 건축분야는 건

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건축설계 자격에 관한 법령은 없었고 건축설계는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건축사는 행정업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자격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건축사(개선안)

면허시험 

응시조건

해당 전공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

6개월 이내에 해당 학위를 받을 

예정인 자

보건복지가족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전공학교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의료법 제5조)

인증기관에서 교육인증을 

취득한 건축학대학 5년제, 

건축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최소 3년 

실무수련을 받은 자 

기타 등록원장이 인정하는 

자

면허 취득 

조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단 의사의 경우 2009년부터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된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예비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국가시험을 

통과하여야 함(의료법 제9조)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면허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함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 

비치하여야 함(의료법 제 1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을 

부여함

[표 4-46] 전문가 자격, 면허의 비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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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교육과 면허 체계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분야의 차이점

이 나타난다. 의료분야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

다. 건축설계분야는 인증 건축학과 졸업과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 후 건축사 면

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건축사 시험 합격 시 건축사 자격이 주어진다. 

 의사의 경우 6년에서 8년간의 의학교육을 마치면 의사면허시험의 자격이 주어

지고 합격하면 의사면허가 주어진다. 공식적으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면허취득 이

후에는 실질적으로 임상수련의 과정을 통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임상실무를 하게 된다. 의사라는 면허가 공식적인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한국 내 의료의 현실에서는 전문의가 아니면 진료가 쉽지 않아서 많은 수의 의사들

이 수련과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의사는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전문의는 전

문화된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의 경우는 전문의가 1차 

진료에서부터 전문 진료까지 담당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림 4-7] 의사 면허 취득 과정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정은 다음과 같다. 인증 받은 5년 과정의 건축 전문 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의 건축실무를 마치면 건축사 면허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시험합격

하면 건축사 자격이 주어지고 계속교육을 통하여 면허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림 4-8] 건축사 자격 취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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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체계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사자질을 갖춘 의사

를 배출하고 합격률도 80%에 이르게 되어 졸업 후 대부분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

하나 건축설계 분야의 경우 졸업과 수련 후 건축사 합격률이 10%로 불합격 시 전

문가인 건축사로 활동하지 못한다.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 학문의 수입과 교육 등은 의료분

야와 유사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국가면허를 통한 배타성은 상대적으로 늦게 정착

되었다. 한일합방 이후 건축설계에 관한 행정업무는 조선대서사취체규칙에 의거하

여 건축행정서사가 담당하였다.111)  1930년대 말 건축대서사제도 신설을 공포하

였고 1941년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1930년대 한국을 병참기지화 

하면서 일본이 내린 일종의 통제령이다.112) 해방이후 미군정, 대한민국의 형성, 그

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65년 건축사법 제정되어 건축사 자격시험이 시행되

었다. 이는 전문영역에서의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는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이 제도

화되는 과정이었다. 

 한국의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는 건축사의 단일한 조직의 배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그리고 건축학회 3단체는 외

형상 건축사협회가 법적인 건축사들의 단체이고 건축가협회는 작가로서의 건축가

들의 협회이며 건축학회는 학문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단체이다.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건축

문화 경쟁 그리고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 간 지위경쟁 등 건축설계분야 내부와 외

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건축기본법, 2008년 국가건축정책위원

회, 그리고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을 통하여 국가의 조정을 허용하게 되

었다. 또한 공학자, 시공자, 준전문가의 배제로 인하여 명확한 건축분야 전문가의 

범위가 축소되고 주변인들과의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건축의 세 가지 요소인 예

술, 구조, 기능 중 디자인으로 한정되었다. 의사집단은 건축설계분야와 다르게 치

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주변집단에게 기존의 진료범위에서 일부의 영역을 내주고 

있지만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를 위한 명확한 집단의 범위 설정과 더불어 면허제라

는 국가의 인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병원은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의 명확한 

조직의 차이와 수직적 위계를 통해 조직화되어 있다. 병원은 또한 의료인인 의사, 

111) 건축사협회, 건축사 협회 30년의 발자취, 건축사, 1995, pp. 30-32.

112)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의 태동 과정과 의의, 건축과 사회 25, 2013, pp.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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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더불어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영양사, 위

생사, 1급/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보건교육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의료보건인력을 포함한다.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 업무대가에서도 배타성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의료전달

체계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들이 분류되어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의료전달체계

를 통하여 환자들의 진료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의료전달체계를 통하는 과정에서 

해당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건축설계는 설계 

및 감리, 턴키(Turnkey) 등 통합된 업무와 통합비용이 일반적이며 기본계획에서 

실시설계, 허가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가 중단된 경우 업무대가가 제대로 청구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건축설계 수주방식인 공모나 현상방식은 건축사사무소 

내부에서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주하는 무한 경쟁의 상황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건

축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글로벌화로 인한 외국 건축사와 경쟁에 노출되어 한

국 내 건축설계마저도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다.

배타성의 비교분석 항목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의료분야 건축분야

조직 의사 단일화 조직 건축사/건축가 갈등

관할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

공간 병원 건축사사무소

체계 수직적 의료체계 수평적 체계

조직 특징 기초의학자 포함 공학, 시공, 기술사 배제

자격 면허제 자격등록제

자격증 

합격률
자격시험 합격률 80% 자격시험 합격률 10%

조직 내 경쟁 내부경쟁 완화 공모, 현상 내부경쟁

조직 내부 

특징
의료인 수직적 계급화 건축 단일화 조직

[표 4-47] 배타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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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성 요소의 관점에서 전문가주의를 살펴보면 의료분야는 의사 조직을 중심으

로 명확한 구성 범위의 설정과 유사분야의 외부인들 배제를 통한 배타성 확보와 더

불어 조직 내부에서는 단일조직 내 확고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건축분야는 유사 

전문가주의 집단의 배제 또는 포섭 과정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 배타성 범위 구성이 

불명확하며 건축사와 건축가 등 다양한 건축 관련 계층으로 인한 내부의 갈등이 나

타났다. 이와 더불어 한정된 수의 건축사 면허 합격을 위한 내부 경쟁을 하게 되면

서 배타성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력 강화가 어렵게 되었다. 건축분야는 조직의 단일

화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 회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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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구조적 요건의 자율성

자율성은 전문가 본인이 스스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자율적으로 통제하며 단체 

내부의 규율을 통하여 전문가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전문가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전문가는 재량권과 권한이 많이 주어질수록 책임도 많이 부여되며 국가와 적절한 

관계 속에서 자율성이 결정하게 된다. 한국 근대국가 형성초기에는 전문가주의에 

자율성이 많이 주어졌지만 최근에는 국가의 규제와 개입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은 감소하고 있다. 자율성은 전문가의 임의 행동과 같은 부작용과 더불어 소

비자주의가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는 주된 요소이다. 의료분야의 자율성은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과 환자에 의해 강화되어지나 건축설계분야의 자율성은 국가의 

강한 행정규제로 의하여 건축행정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게 되면서 전문가

주의 핵심 요소 유지에 치명타가 되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는 통상 품질 차별적

이며 서비스의 품질 및 그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완전계약의 체결 및 그 법적 이행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이들 서비스 업종에서는 자격규제를 포함한 광범

위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때로는 시장경쟁을 제약하여 공급자들의 경쟁력 강

화 유인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규

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편하는 일 

또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

제다. 더불어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직접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공익을 보호할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113) 

한국정부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각종 산업정책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기 위한 업종별로 전문가주의 단

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각종 법령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국가의무를 위

탁하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전문가주의 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법적으로 강

제하거나 정부 위탁사무를 한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문가 단체는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구성원들에

게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 등을 제한

해 왔고 그 결과 카르텔이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였다.114) 이러한 정

부의 조치로 한국 사회는 전문가주의를 확보할 수 있었고 국민들은 전문가들로부

113)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5081727005570690

114) 모종린; 전홍택; 이수희, 한국경제개혁사례연구, 도서편찬 오름, 2002,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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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법률, 의료, 건축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전문가주의와 국민의 편익을 해치는 경우도 많았다.

전문가주의 집단은 가격과 물량을 단체가 직접 결정하거나 독점적 지위와 권한

을 사용하여 산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한다. 

전문가주의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법령상 위탁

받은 정부규제업무를 통해서도 종종 일어난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자 도급한도

액 산정, 건축사협회의 건축사무소 개설자의 보수 기준 산정, 한국증권협회의 증권

회사의 회사채 인수물량 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각종 공동행위 등은 법령에 의

해 위탁받거나 법령상 인정된 사업단체의 카르텔 행위이다.115) 정부의 위탁사무의 

독점화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가격인상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

비스 질의 악화를 가져 왔다. 

규제개혁분야
법개정 

완료

국회계

류
국회계류중인 법안

설립 및 가입강제의 원칙적 폐

지
47 13

변호사협회, 세무사, 관세사회, 

공인중계사회 등 

등록업무의 국가기관회수 등 2 3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등

징계권 회수 등 2 3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등

보수교육폐지 69 35 세무사회, 관세사회 등

실적확인 및 시험관리제도 6 0

수출, 입 승인제 폐지 19 1
한국자동차공업협회(대만과 협정

체결로 존치)

검사 평가 심사 지도 확인 추천

제도 개선
10 4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기타 위탁사무 개선 31 9 공인회계사 등

사업자단체 설립조선 개선 81 26 공인회계사 등

[표 4-48] 규제개혁 분야별 법 개정 완료된 법안의 수와 국회계류중인 법인의 수

115) 같은 책,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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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단체 관련 규제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개혁과

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안들이었으나 행정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의 

완강한 반대로 아예 논의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유보되었던 규제들이다. 이러한 규

제들은 1999년 32개 법률을 정리함으로써 규제분야가 폐지되거나 개선되었다. 또

한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경쟁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전문가주의 단체가 제공하는 각

종 서비스가 향상되고 단체가입비와 연회비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의 성공

사례들도 존재한다.116) 그러나 법률개정의 관건으로 여겨졌던 전문가주의 단체 관

련 법안들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소멸되거나 변질된 사실은 정부의 규제개혁이 목적

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비가 완료된 규제관련 규정들의 

경우도 그 집행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비협조로 인하여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

며 아직도 정부 위탁업무를 빙자한 규제의 폐해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

다.117) 

한국정부규제의 전문가주의 대응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1990년대 의약분업분

쟁사태를 살펴보면, 기존의 한국 의료시스템은 무질서와 비효율성이 산재해 있음

을 알 수 있다. 대형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개인의원 간에 의료업무의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치열한 환자유치경쟁을 벌였다. 무질서는 한 지역 내에서도 시술의 기준이 

분명하게 규명되고 준수되지 않은 현상에도 나타났다. 한국의 병원은 세계 최고수

준의 항생제 사용빈도나 제왕절개 분만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개원 외과 전문의

들은 수술을 기피하고 내과적인 방식으로 처치를 하는 양상도 있었다. 컴퓨터 단층

촬영(CT: Computed Tomography)나 자기공명영상법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는 불필요한 의료비를 인상시켰다. 전

문의 제도는 의료전문가의 진료수준을 필요 이상으로 높였고 과다한 전문가 양성

비용이 의사들의 보상심리를 높여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모순의 원인

은 근본적인 의료기관의 사적 소유구조와 의료공급이 시장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

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 당시 한국의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의 전문가주의는 발전

116) 모종린, 전홍택, 이수희 편, 한국경제개혁사례연구, 도서편찬 오름, 2002, p. 153. 기존의 부동산중개업협

회는 한국공인중계사회 등 중소중개업협회들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구조조정과 서비스 향상 등 살아남기 위

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 (The Weekly Economist 1998.12.1.; 중앙일보 1999.8.11.) 대한건축사회협회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의 폐지 이후 가격과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지적도 있다(중앙일보 1999.8.11.)

117) 같은 책, p. 153. 건설교통부는 법이 개정되어 협회 복수설립이 허용되었지만 대형 건설업체 31개사의 모

임인 한국건설협의회의 설립을 불허하고 있다.(중앙일보 1999.11) 또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숙박업협회 등 

아직 정부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권한남용의 폐해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중앙

일보 19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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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고 의료체계는 전문가주의에 의하여 통제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기관에 

의하여 통제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의사들이 전문가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한 상

황에서 국가가 의료체계의 모순이나 의료시장의 무질서를 규제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전통적으로 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여서 의

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의

료공급구조의 모순을 방치하였다. 또한 국가는 의료시장에서 거래행위에 대한 규

제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의료기관들은 거의 방임적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

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전략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구조적 모순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에만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자신들의 시술이나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보험제도의 모순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저보험료, 저수가, 저

급여로  표현되는 의료보험정책이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

써 한편으로는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다른 한편 의료의 재생산을 어렵게 만

들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과 의사

들이 비보험, 약가마진이나 병실료 차액 혹은 지정진료제와 같은 편법적 수입에 의

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의료기가 사회 사이의 사회적 거리가 존

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 위기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약분업사태 이전에 의료와 관련되어 진행된 사회적 논의로는 의료보험 통합운동

이 거의 유일하다. 정부 역시 1994년과 1996년에 각각 의료개혁 추진 기구를 만

들어 의료개혁을 논의하였으나 중심적인 과제는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에 맞추어졌

다. 정부도 1990년 중반부터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증가 및 급여혜택의 확대로 보

험재정의 지출이 급증하여 보험재정적자의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제

도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의 경제부처에서는 의료문

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방식의 의료

개혁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

다. 나아가 의료문제 전반에 대한 전 국민적, 사회적 관심은 매우 저조한 상태였

다.118)     

의약분업의 사례는 전문가주의들 간의 업무영역권 분쟁의 성격이 강하며 두 집

118) 조병희, 의약분업정책과 사회적 갈등,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 2000, pp.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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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의 이익갈등정도가 심각하였으며, 극단적인 형태의 이익투입방식이 채택되었

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국민전체의 이익은 철저하게 배제되

었다.119) 의약분업은 1960년대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 절감해왔으며 1980년대 지

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약국이 의료보험 취급 기관에서 제외되자 의약

분업이 다시 대두되었고 1982년 7월 목포시에서 의약분업이 처음 실시되었다. 임

의 분업 형태로 실시된 의약분업은 1984년 강제분업의 형태로, 1985년 다시 임의

분업 형태로 환원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상당한 문제점을 남기고 결국 1985년 10

월 중지되었다. 정부는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복지부 내의 국민

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4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의약분업을 채택하고 추진하였

다. 그러나 약사회의 의료보험 분업요구와 의사협의회와 완전 의약분업의 즉각적

인 실시 요구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백지화되었다.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 전까지 

잠정적인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1989년 10월 약국 의료보험을 도입하여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약사에게 진료권을 인정하였다. 이렇듯이 의약분업은 논의만 되었다

가 1993년 제165차 정기국회에서 의약분업 실시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994년 1월 공포됨으로써 1999년 7월부터는 의약분업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의료개혁위원회에 의약분업을 연구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1999년 1단계

로 항생제, 스테로이드, 습관성의약품 등 제한적인 전문의약품, 2단계로 2002년에

는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 3단계로 2005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을 포

함하는 3단계 의약분업 안을 제출하였다. 정부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1999년 7월에 의약분업의 시행이 법에 명시되었는데도 별다른 준비 없이 5년을 

보내다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정부의 의지로 서둘러 의약분업추진협회를 만들

었다. 정부는 1차 의약분업추진위원회에서 수년간 연구한 의료개혁 위원회의 3단

계 안을 무시하고 곧바로 완전 의약분업을 실시하려 하였다. 이에 의사회와는 다르

게 약사회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찬동하고 시민단체 역시 정부의 안에 동조하였

다.120) 

의약분업정책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투입활동이 전개되던 1982년 6

월의 약국 휴업사태 시에도 중재집단이 없이 정부와 약사회간의 담판으로 사태를 

해결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시범지역내의 의약분업 사례는 정부 외에 제 3의 중재

119) 김순양, 집단이익의 갈등과 정부개입에 관한 비교연구-보건의료정책분야의 의약분업사례와 한약조제권 분

쟁사례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28(1), 1994, p. 376. 

120) 김종웅, 의약분업의 추진과정과 정부안의 문제점, 대한내과학회지 57(5), 1999, pp. 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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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없었으며 보건사회부, 의사협회, 약사회 간의 3자 협의 형식으로 진행되었

다. 의약분업사례에서 중재집단의 개입이 없었던 것은 그 당시의 정치체제하에서 

신뢰성이 있고 중재능력이 있는 중립적 사회단체가 없었던 데 주로 기인한 것이었

다. 

의약분업안의 합의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부가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독자적인 계획이 사실상 없었고 상황에 따라 계속 내용을 바꿔 갔다는 점이다. 그 

주요한 변화를 보면, 정부는 처음 분업추진협의회를 통하여 병원을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고 의약품 분류에 있어서도 주요의약품의 다수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종합병원과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는 분업 안을 만들었다. 이에 

대한 개원의사와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당이 의약간 협의를 주도하였으나 이

견 조정이 되지 않아 시민단체가 합의를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분업 대

상에 포함되고 주사제도 분업 대상 의약품으로 되는 등 상당한 내용상의 변화를 가

지게 되었고 1999년 5월에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사이의 합의안이 도출되었

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

의하였고 1999년 12월 이를 약사법에 담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무

원칙한 태도는 다른 한편 정부의 준비 부족과도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의

약분업 실시가 임박할 때까지도 정책 실행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재정 소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의약품 배송체계를 점검하고 유통망을 확보하는 일

도 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의약품의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

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체계에서 환자의 흐름이 변화하

는 데 따른 능동적인 대책이나 의사와 약사의 불법적 행동을 감시하는 체계 등은 

거의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

혁이 되려면 서구사회의 경우처럼 종합병원은 입원환자만을 진료하도록 그 기능을 

제한하여 종합병원과 의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기능 분담이 전제되는 조건 하

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도록 했어야 했다.121) 

 의약분업분쟁 과정에서 의사와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1999년 11월에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가마진을 없애려는 의도에서 추진

된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면서 시작되었다. 약품의 실제로 거래되는 가

격은 의료보험 고시가격에 비하여 매우 낮았고 여기서 생기는 차액이 결국은 약가

마진이 되었다. 이런 문제들은 의료보험수가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대수익의 

121) 조병희, 의약분업정책과 사회적 갈등,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 2000,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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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문과목에 따라 약가마진이 수입의 30%에서 

40%에 달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정부고시가를 실거래가로 낮춤으로써 발생한 재

정 잉여를 의료보험수가의 인상으로 돌려 의사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였으나 수

가항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형병원에 대부분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개원의사들

에게는 적게 돌아갔다. 의사들은 상당한 수입 감소가 있게 되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은 시민단체와 정부가 의사들의 부도덕성을 부각

시켜 의사의 반발을 억제하고 강압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저수가 체제를 유

지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시민단체와 의사들은 적대적 관계로 돌변하

였다. 또한 시민단체와 타협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의사협회 집행부는 불신임 당

하고 보다 투쟁적인 의권쟁취투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이후 파업사태를 주도하게 되

었다. 시민단체는 준비 안 된 의약분업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기보다는 의사를 일방

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균형감각을 잃고 관변단체화 모습을 보였으며 정부를 감시해

야 하는 시민단체의 본래적 역할을 벗어났다. 

대표적인 개업 전문가주의 집단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를 제한

하는 정부의 규제에 대한 반발이다. 시장의 자유는 물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가 전제된다. 의사들은 국가의 간섭대신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자유주의적 해결을 제시하였고 의료의 공공성을 공적 의료에 대한 국민의 

책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력과 의사의 부도덕이 원인이라고 

간주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의사들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도덕주의

적 윤리와 공동의 선을 지향한 상호적 윤리사상인 공생의 윤리를 요구하게 되었

다.122) 이러한 사태는 전문가주의의 직업과 관련된 높은 윤리를 요구하게 되며 신 

전문가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의료분야는 최근 들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료인의 의료 사고와 사

건들이 정부의 규제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시프먼(Shipman) 사건, 여성 

환자를 폭행한 에이링(Ayling)사건, 여러 건의 남성환자를 학대한 그린(Green)사

건, 그리고 부적절한 수술법으로 30여명의 사망을 초래한 브리스톨(Bristol) 병원 

사례 등 크고 작은 의료 사건들이 발생하였다.123) 이러한 사건의 극적인 요소가 부

각되고 환자의 권리가 커지는 동시에 전문직의 권위가 점차 하락하는 사회적 분위

기와 공공관리를 강화해 나가려던 정부의 움직임 등이 결합되어 의료 사건들은 강

122) 강신익,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윤리, 의료, 윤리, 교육 5(2), 2002, pp. 112-117.

123)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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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규제를 이끌어 냈다. 전문가주의의 자율성은 전문직의 특권이자 전문직과 공

공과의 사회계약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율성은 공익을 위

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 전문가주의의 이익을 위한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자율규제를 바라보는 전문직과 공공의 입장은 차이가 존재한다. 전

문가주의는 자율규제를 자율성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발적인 규준과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감독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은 의사가 전문가주의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덕적 또

는 윤리적 규준 및 의무라고 여기며 규제에 집중한다. 이는 전문가주의 자율성과 

정부 규제 담론으로 이어진다. 전문가주의 자율성 담론은 의료계 내부의 개혁을 추

진하는 속에서 자발적이고 내부적인 동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환자를 위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전문가주의 수준을 높이고 임

상 실력을 향상시켜가야 하며 규제기구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발전을 도모해

야 한다. 반면 정부 규제는 정부 담당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가주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한다. 의료 사건과 같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유도된 규제는 전문지식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기준의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전문가주의의 발전이나 예

방적 조치와 무관하게 규제일변의 정책으로 갈 수 있다. 의료분야에서 자율성을 압

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의료 사건은 규제를 보다 가속화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으며 규제 일변도의 논의는 최소한의 안전과 더불어 양질

의 진료를 요구하는 환자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 사건에 대

한 소비자주의 권력이 커지며 정부의 규제강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전문직의 권위

가 쇠퇴하는 논의가 전문가주의 자율성의 핵심이다.

 건축설계분야도 다른 전문가주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건축설계분야 전문가주의 자율성은 국가의 규제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데 역

사적으로 한국의 전문가주의 초기의 국가의 영향이 컸던 조합주의형 전문가주의가 

정착되기도 하였지만 이후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더욱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

어 왔기 때문이다. 건축설계분야 규제는 주로 공정거래와 건축사 용역에 대한 대가

기준에 대한 것이며 법령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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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법령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6년 1차 개정, 1990년 2차 개정

1992년 3차 개정, 1994년 4차 개정

1998년 규제개혁 지침

19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

2009년 건축사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

2009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표 4-49] 건축설계분야 규제 법령의 변화

 

한국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

로써 빠른 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대외경쟁력 확보와 그 

실현을 위하여 대기업을 집중 육성한 부작용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독과점적인 시

장구조가 형성되었다. 거래형태면에서도 독과점대기업의 담합행위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등 비경쟁적인 시장형태가 관행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의 지속이 어렵게 되었고 1975년 말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는 긴요한 상품이나 용

역의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가격 표시명령 및 긴급수급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게 되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독과점사업자의 사전 가격신고, 불공

정거래행위 및 공동행위금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

격관리에 중점이 두어져 운영되었고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0년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포

함되었던 공정거래제도를 가격관리제도로부터 분리하여 입법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1986년 1차 개정에서 경제력이 소수 

대규모 기업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자 상호출자 등 부당한 경제

력 집중수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 2차 개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시행

을 통한 경제의 자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재벌의 경제력집중억

제, 공정거래질서의 확산을 위한 법 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거래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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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운영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한 공정거래기구의 개편에 중점을 두었

다. 1992년에 3차 개정은 경제력 집중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가면서 개방화와 국

제화와 관련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1994년 말 4차 

개정에서 주무장관이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고발하려 할 때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1998년 8월23일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국 

118개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지침을 확정하였다.124) 규제개혁 지침은 사업

자단체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주지만 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통제권과 독점적 지

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전문가주의 자율성의 상징인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회원 징계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징계권은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 의무규정이 폐지되는 등 정부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시행하

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운영방식이 변화되었다. 건축사협회나 전국부동산중개업협

회처럼 법령으로 협회 설립과 협회 가입 요건을 규정해 사업자단체에 독점적 지위

를 허용한 법령도 개정토록 하였다. 사업자단체의 임원 구성,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정부 승인과 총회 결과보고 의무 등은 폐지하여 단체의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125)에 근거해 전문자격사의 보수기

준 조항을 가격규제 폐지라는 명목 아래 일괄 폐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2003년 

건축사회 제제로 나타났다.126) 건축사법은 1966년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을 정

124)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980824/1p828o0v.html

125) 1995년 2월5일 제정,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약칭이다. 통상 기업연합 또는 부당 공동행위로 불리는 카르텔은 공공카르텔과 

사적카르텔로 구분되며, 사적카르텔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

국 나름대로 독금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공카르텔은 정부가 가

격, 산출량 등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일명 정부카르텔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정부카르텔은 많은 나

라에서 가격과 생산의 안정이나 산업구조의 합리화 및 생산능력 조절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

다. 일본은 철강, 알미늄, 선박전조 및 화학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해 왔으며, 미국은 1936년대 

불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석탄채취, 석유생산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하였다. 카르텔은 국가

간에 행해지기도 하며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한 석유나 커피, 설탕 등에 대한 국제상품협정이 국가간

에 형성되는 카르텔(국제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이다. 「공정거래법」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령에 따

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즉 정부카르텔에 대하여는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법령에 의한 

관제카르텔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소비자의 피해가 초래

되는 등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2월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 시행하여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노무사, 수의사, 행정사 등 9개 전문 자격사들의 법령에 의한 보수

카르텔 및 수출입 관련 카르텔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20여 가지의 카르텔 조장규정의 정비를 일괄적으로 한 바 있다.  

http://www.ftc.go.kr/callPop.do?url=/jargonSearchView.do?key=451&dicseq=605&titl=%EC%B9%B4%E

B%A5%B4%ED%85%94%EC%9D%BC%EA%B4%84%EC%A0%95%EB%A6%AC%EB%B2%95 

126)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설계와 감리 등 건축 관련 용역비의 기준선을 정해 소속 건축사들의 가격 경쟁을 

막아온 부산 건축사회 등 9개 지방 건축사회에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9천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비교분석

154

해놓았지만 1999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 사업자

단체에 의한 일종의 가격담합으로 판정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폐지됐으며 건축

사를 비롯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사 보수기준이 일괄 폐지됐

다. 건축설계분야는 2002년 건축설계업무에 따른 적절한 대가기준이 없어 발생하

는 건축물의 품질저하와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건축사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이 

다시 제정됐다. 2009년 설계비용 담합 명분으로 공공 발주 사업에 국한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대가기준이 폐지되며 공

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제정돼 현재 적용중이다. 

2015년 민간발주 건축설계업무의 적정대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적

정대가의 약 20%에서 25%의 비용으로 건축물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127) 

정부는 전문자격사 보수기준의 폐지와 더불어 전문직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복수

단체 허용과 임의가입을 결정했다. 정부의 전문자격사의 의무가입 폐지는 1999년

에 1차 시도가 2009년에 2차 시도가 있었다.128) 1차 시도는 규제개혁 차원으로 

모든 협회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로 기

술사회, 건축사회 등 과학기술계들이 임의단체로 바뀌었다. 2차 시도에서는 변호

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9개 분야를 대

상으로 전문직 사이의 동업 허용, 자격 미보유자의 전문자격 법인 설립 허용, 전문

가 단체 임의가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 협회들은 임의가입부분

에서는 원래의 의무가입으로 복귀한 상태이다. 전문직협회의 대표주자격인 변호사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건축사

회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지방 건축사회는 지난 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 정하도록 돼 있던 '건축사 보수기준'이 폐지됐음에도 '건축사 대가기준 준수

결의'나 '설계비 제값받기 운동' 등의 형식으로 용역비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공정위는 건교부가 

공고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건축주와 건축사간 설계, 감리 

대가를 약정할 수 있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대가를 준수하도록 한 것은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등 시정조치와 함께 이들 9개 건축사회에 소속 건축사들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한

편, 광주, 전남, 경남 건축사회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3121894518

127) 실제 수행한 건축설계 프로젝트 174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설계대가는 3.3제곱미터당 

233,867원,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한 설계대가는 건축사의 시간당 평균 인건비를 적용할 경우 3.3제곱미터당 

238,864원이지만, 실제 프로젝트 설계계약금액은 3.3제곱미터당 73,927원으로 나타났다. 김흥수, 민간발주 

건축설계업무의 적정대가에 관한 연구, 건축연구원, 2015.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986

128) http://m.archinews.net/view.php?ns_id=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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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의사협회, 회계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노무사회 등 모두 의무가입제로 

돌아갔다. 법무사회도 2008년에 개정되었고 변리사회까지 2013년에 의무가입으

로 법이 개정됐으며,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만 임의가입 상태이다.

전문가주의 회원의 의무가입은 크게 두 가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단체의 공

적 힘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첫번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가자격제도는 자질

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업무를 할 때 일반인들에게 공공성과 안전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해당 분야의 일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주의에 대한 국가의 요구는 단체가 지닌 힘을 통하여 국가의 공

공적 이익에 기여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고자 함이다. 임의

가입을 추진한 규제개혁의 의미는 전문가주의의 공공성 보다 단체의 이익집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대상이 되었던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은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단체의 특수성에 따른 공공성의 저하 및 상실을 강하게 주장하고 가격경쟁

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질의 저하 및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하며 공공성이 더 중요

하다고 항변했고 의무가입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이익단체의 

힘을 유지하며 모든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복수단체는 허용하되 건

축사사무소의 건축사는 반드시 어느 단체에든 한 단체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것

이 필요하다. 2016년 초 건축사등록원에 등록된 건축사는 총 13,842명이다. 이중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수는 10,404명이다.129)  교수, 공무원, 건설회사 종사자 등 일

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가 미가입 상태이다. 임의가입의 부작용으로 협

회는 국가적 건설행정의 대표성을 지닌 공적 파트너로서의 위치가 아닌 수동적 수

행자가 되어 건축사의 윤리적 자율성을 가질 수 없어 이익단체로서의 주도적 역할

조차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건축사는 공공성을 지닌 중요한 국가공

인 자격자이며 건축사협회는 이런 국가공인 자격자들이 제대로 된 공적 활동이 가

능하게 하는 단체이다. 공적 역할을 위하여 건축사는 하나의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

입되어 협회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며 협회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건설행정의 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역할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주의의 규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법규규제와 내부조직의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법규규제에 관련하여 의사는 의료사고 중 많은 경우에 의사

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고 진료행위시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129)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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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면 의사 개인은 특별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건

축사의 경우는 차이가 난다. 감리를 맡은 건축사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사가 사고의 일차적인 수사 대상이 되며 특히 감리자의 

책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어 건축주와 시공사 분쟁이 발

생하면 감리까지 공동 피고로 직접적인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 건축에 관련된 

법규는 200여 개이며 특히 건축허가에 관련된 법령들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각 정

부 부처별로 운용하고 있는 일부 개별법령에서 직,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130) 

최근에는 복잡하고 개별적인 건축 관련 법령들을 재정비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131) 복잡한 법규체계와 지속적인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건축사에 의뢰하여 건축행정을 진행하며 이로 인하여 건축전문가가 행정대리인으

로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132) 이와 상대적으로 의료분야는 100여 개 법령이 관

련되어 있으나 건축분야처럼 심한 규제가 아닌 의료인의 자격 및 전문가주의에 관

한 내용이며 의료행위에 관한 국가의 법적 규제는 자율 및 자기규제를 제외하고는 

업무에 관해서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이다.133)

 

건축분야 의료분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건축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표 4-50] 규제법규의 비교

건축사의 징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와 건축사회에 의한 협회 내부의 징계로 

나누어진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법적 근거, 징계절차, 그리고 징계효과로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건축사 자격을 부여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130) 유광흠; 성은영,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pp. 11-25.

131) 국가건축정책위, 200여개 건축법령 재정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607243

132) 황은경, 건축허가 법령 통합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5(7), 2009, p. 27.

133) 류화신, 의료전문가주의에 대한 법적 접근,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10(2), 2007,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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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에서는 건축사법을 만들어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건축

사가 건축사법을 비롯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국가기관에서 공무원과 같이 징계

처분을 한다. 건축사의 징계에는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이 

있으며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134) 건축사 징계의결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요구와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데 건축사법에 의하면 국

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징계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시, 도의 건축사

징계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징계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선 

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므로 징계권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심한 

경우 민원에 따른 사소한 위법사항의 경우에도 징계처분 되기도 한다.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협회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내부 회원으로서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므로 내부적으로 회원자격만 상실하고 건축사 자격이나 업무에 대해서

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징계에는 주의, 경고, 권리정지, 제명 등

이 있으며 징계사유는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현저한 품위 손상 등이다. 협회에는 중앙윤리위원회와 건축사회윤리위원회를 두고 

회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하

고 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처분은 형사책임과는 달라서 건축사가 지켜

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한 경우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것

이다. 행정처분이나 징계처분은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되도록 소속 건축사협회 내부징계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

하다.135) 건축사협회가 소속 회원에 대한 내부적으로 법규위반이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서 모든 건축사를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건

축사가 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건축사의 일차적 징계권한을 대한건축사

협회에 부여하면 사전에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불법이나 비리를 예방하게 되며 더 강한 위반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 각 지방자치단

134) 건축사법 제30조 제1항에 모두 9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

행한 경우, 4. 업무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직

무상 알게 된 비 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한 경우, 8.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135) 김주덕, 건축사징계의 본질과 문제점, 건축사 586, 2018, pp. 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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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자의적 기준 아닌 명확한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건축사의 자율성

과 권한을 회복할 수 있다.

전문가주의 내부조직의 자율규제는 대외적인 규제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조직 

내 회원들의 규제도 포함된다. 조직 내 자율규제의 실례를 들면 의료분야에서 전문

의 수는 학회에서 결정하여 조정한다는 것이다. 17개 분야 전문의들은 의사협회 

및 각 학회 조직에서 회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결정이 

곧 각 전문가집단의 사회적 위치 및 경제적 보상으로 직결된다. 이에 비하면 건축

사협회에서 건축사수를 결정하나 편차가 심하고 기존 건축사들의 내부경쟁 감소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배출되어 전무가주의 교육을 통과하고도 건축사를 위한 

경쟁 및 학원 등 사교육의 부작용 등이 발생한다.

자율성의 비교분석 항목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의료분야 건축분야

규제 방법 정부규제<내부규제 정부규제>내부규제

규제 종류 국민건강의료보험 수가규제 강력한 행정규제

규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허가

자율 조직
수동적, 인위적인 단체 

의사협회

수동적, 인위적인 단체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규제법규
100여개 법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200여개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건축사법 

등

규제 특징 의사/전문의 정원 조정 건축사 정원 조정

[표 4-51] 자율성 비교

자율성 관점에서 전문가주의를 요약하면 최근 분야에 관계없이 전문가주의 내부 

조직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것은 소비자주의와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한 자율권의 

제한,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진료자율권과 설계자율권의 행정규제 등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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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주의 자율권 강화를 위해 정부와 관계 협의 역할을 

하는 의사협회와 건축사협회의 조직 구성과 활동이 중요하다. 의사협회 조직에 비

하여 건축사협회는 회원 참여 저조와 조직 구성이 약화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의료분야는 의료법을 통한 정부의 규제보다는 의사협회 내부 규율을 통한 의사면

허 취소 등 강력한 조정이 있는 데 비하여 건축분야의 경우 정부의 행정규제가 강

하고 건축사협회 내부규제는 이중 규제가 되는 등 조직의 내부 규제와 통제의 자율

규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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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의료분야와 건축분야의 전문가주의를 전문성, 체계성, 공공성, 배타성, 자율성 등 

요소별 특징들을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으로 비교하였다. 의료분야와 건축분

야의 전문가주의는 각 분야의 주요 활동인 의사의 진료과정과 건축사의 건축설계

와 감리과정의 분야 특성의 차이에서부터 전문가주의의 다양한 요소들인 전문성, 

체계성, 공공성, 배타성, 자율성 등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성이다. 건축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는 상대적으로 전문화와 세분화가 진행되었

다.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비교 결과, 의료분야가 의학에서 치의학, 간

호학, 약학 등으로 분리된 이후 전문성은 의학의 범위 내에서 과도하게 세분화와 

전문화된 상태로 현재에는 종합화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건축분야는 기존의 세

분화된 조경, 실내건축, 시공, 건축공학 등 분야들이 독립하여 분리되었고 건축설

계분야는 일반화와 종합화된 상태이며 최근 전통건축, 건축유형별로 세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의 과도한 전문화와 세분화는 오히려 전문가주의 

기본 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 과정의 핵심에 있는 한국 전

문의제도가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이에 비하면 건축분야는 일반화되고 통합된 건

축설계 교육과정의 미분화 특성이 나타났다. 전문성의 발현인 교육체계성은 두 분

야 모두 대학교육이 중심이 된다. 인증된 교육체계와 더불어 실무교육이 중요한데 

의료분야에서 실무교육 공간이자 임상수련기관인 대학병원이 중요한 공간이 된다. 

건축분야에서는 실무교육의 공간인 대학병원과 같은 시설이 없으며 건축사사무소

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성은 의약분업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국민에게 비쳐진 의료분야 

전문가주의는 그렇지 않음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공공성의 실천과 윤리교육

을 보완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분야는 상대적으로 건축분야에 비하여 외부배타성을 명확히 하고 조직 내 

규율을 강화하였다. 건축분야는 건축사 자격에 대한 배타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정

부의 규제는 두 분야 모두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특히 건축사의 경우 공무원

에 준하는 강력한 법규규제가 존재한다. 

분야의 특성과 더불어 전문가주의 요소별 차이와 특성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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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건축분야

분야 

특성
의사 중심

건축분야는 건축사 중심이나 건축주, 건축공무

원, 시공회사의 요구가 강함 

건축과정은 시공 중심

전문성

체계성

의료분야에서 치의학, 

간호학, 약학 분야 독립

됨

의과는 의학 내에서 과

목별 세분화

전문성 확보, 과도한 세

분화로 인하여 과목별

에서 질환별 센터화, 종

합화되는 추세

건축분야 설계, 시공, 구조 등 분리

시공회사의 건축설계 업무영역 확대 추진

건축설계분야에서 도시, 조경, 실내건축 분리

된 상태

디자인대학 등 설계와 디자인 중심의 교육체계 

필요

건축학인증으로 5년제 교육체계성 확보

건축의 세분화, 건축설계분야는 종합화 상태로 

전문성이 요구됨(병원건축, 전통건축 등 건축

설계와 분야 전문지식의 종합화로 전문분야 생

성 및 강화)

공공성

대기업 병원의 경영 중

심으로 영리병원 가능

성 확대, 공공성 감소 

공공성 기반 의료체계

공공의료

경영, 수익 기반 건축 시공회사와 건축사사무

소

공공건축과 건축문화국민교육을 통한 공공성 

발현가능

배타성

자율성

의료보험통한 정부규제, 

소비자주의로 자율성 

감소

카르텔일괄정리법 등 강한 정부규제

전문가주의 조직 활성화 요구(건축사 자격부여 

조정)

[표 4-52]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특성 비교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요소별 특징들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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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건축설계분야

전문성 과도한 전문화, 세분화, 전문의제도 통합화, 종합화

체계성 의학과, 대학병원 건축학과, 건축사사무소

공공성 공공성, 윤리교육의 실천 공공성, 윤리교육의 실천이 낮음

배타성 외부, 내부 배타성 명확 외부, 내부 배타성 불명확

자율성 정부규제, 소비자주의의 출현 과도한 정부규제

[표 4-53]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요소별 특징의 비교



제 5 장  한국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시사점 

5.1. 한국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현황

     5.1.1. 기본적 요건의 전문성

     5.1.2. 기본적 요건의 체계성

     5.1.3. 태도적 요건의 공공성

     5.1.4. 구조적 요건의 배타성

     5.1.5. 구조적 요건의 자율성

5.2. 한국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발전 가능성

     5.2.1. 건축설계 교육분야

     5.2.2. 건축설계 실무분야

5.3. 소결



한국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비교분석

164

5.1. 한국 내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현황

한국 내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를 기본적, 태도적, 구조적 요건들과 그

에 속한 전문성, 체계성, 공공성, 배타성, 자율성 등 다섯 가지 요소들을 공시적 비

교와 통시적 비교로 분석하고 그 결과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하여 건축 전문직의 발전적 모형을 

위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의 상호

보완적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5.1.1. 기본적 요건의 전문성

1) 전문성의 범위 

의료분야는 임상의학이 탄생한 근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어 왔

으며 현재에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사회의학 등 크게 세 분야의 접근을 통하여 전

문성을 구축하였다. 의료분야에서 치과분야가 분리되어 나간 이후 의료의 전문성

은 의학의 범위 내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의료분야가 의학이라는 범위 내에서 

전문화, 세분화되어 의료분야 전문가주의의 권력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는 의사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건축분야는 시공 중심의 건설 분야와 건축공학으로 나뉘었고, 도시설계, 조경, 

실내건축 분야는 세분화되어 건축분야에서 독립하였다. 이후 건축설계분야는 건축

공학과 건축학으로 분리되면서 건축설계분야의 축소와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약화

되었다. 건축설계분야는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일반건축설계부터 고도의 설계 전

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건축설계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므로 일반화, 통합화와 

더불어 분야별 세분화와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건축설계

분야는 전통건축이나 병원건축과 같이 일부 분야별 특화를 제외하면 통합된 일반

건축설계 위주로 진행되어서 건축설계분야 내 전문성을 통한 세분화가 명확하지 

않다. 

의료분야의 극단적 세분화는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서 최근에는 세분화된 전문과

목들이 통합되거나 종합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의료분야 세분화 과정의 중요한  

체제인 전문의 제도는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련지정 대학병원은 교

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련교육이라는 정당성 하에 수련의들의 노동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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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체제로 변하였다. 또한, 한국의료분야는 의사의 대대수가 

전문의이나 전문 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를 담당하는 상황이다. 건축사사무소의 경

우도 의료분야와 유사한 전문가 교육의 도제방식과 경제적 감수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의료임상분야와 건축실무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

여야 한다. 

2) 전문성의 변화

한국 내 의료분야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의 변화가 나타나며 현재 의료분

야에서는 의료지식과 임상분야의 전문화 과정을 기존의 의료 과목별 중심에서 질

병 중심의 센터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것은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세분화되어 

있는 분야별 전문성이 통합되고 질병별로 센터화되어 집중된 전문성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세분화되지는 않았으며 최근 전통

건축, 병원건축, 극장건축, 초고층건축 같은 일부 영역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과 

디지털(Digital) 건축의 도입에 따른 전문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건축설계분야 전문

가주의의 전문성은 건축교육과정의 인증과도 연관되는데 현재 인증된 건축교육과

정은 주로 5년 학부 중심의 통합된 일반 건축설계 스튜디오 교육과정이며 하나의 

전통건축 교육과정이 인증된 상태이다. 이에 비하여 외국의 건축교육과정은 4년제 

또는 5년제 건축 학부나 대학원 중심 건축설계학교 등 다양한 교육체계와 병원건

축, 비정형건축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고유하고 특정한 전문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건축설계분야의 현재 업무영역인 건축설계와 감리를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과 건

축행정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시대에 따른 새로운 전문지식

의 개발 및 축적을 통하여 건축행정을 대신해주는 행정 대행가가 아닌 건축 과정을 

총괄하는 건축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5.1.2. 기본적 요건의 체계성

의료분야의 교육과정은 예과 2년+본과 4년 또는 학부 4년+의학 석사 4년처럼 

교양과 기초학문의 수료 후 전문 임상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은 의학교육인증을 통하여 의사라는 전문직을 배출하기 위한 일정 수준 이상

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정립된 상태이다.

한국 건축설계분야의 교육체계는 세계화를 지향한 2000년대 이후 세계건축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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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준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으로 표준화하였고 기존의 건축공학에서 건축설계 중

심으로 전환하여 교육체계성을 구축하였다. 한국 내 인증된 건축학과는 2018년 현

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등 2개소 대

학원 인증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5년제 학부 중심이다. 이러한 단일 학제 중심은 

학생들의 선택을 없애고 다른 체계의 진입과 출구가 막힌 폐쇄된 제도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공학과에서 건축학과로 전환, 분리, 또는 

공존 등 다양하게 분화되고 발전되면서 기존의 공학 중심인 공과대학에서 디자인 

중심인 새로운 소속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 내 건축학과와 의학과는 설립 인가 요건 및 유지, 그리고 과별 인원 조정을 

위한 전환 시 비율, 대학 졸업 후 실무교육과 면허시험 체계에서 차이가 난다. 의료

분야는 의과대학 졸업,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을 통한 전문의 과정이며 건축사는 

5년 인증 대학 졸업, 3년 실무 수련 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5.1.3. 태도적 요건의 공공성

전문가주의의 중요한 속성은 공공성과 전문가 윤리인데 이것의 적용은 의료분야

와 건축설계분야에 따라 다르다. 의료분야의 공공성은 공공의료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보건소, 장애인 진료활동, 그리고 무의촌 진료 봉사 등 자발적

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나타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 공공

성의 대표인 공공건축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건축사의 활동이 공공성이 아닌 경제

적 활동인 듯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주의 윤리에 입각하여 공공성 실천을 위

한 지방자치제나 정부 주도의 시민 참여 프로젝트인 도시재생, 골목길, 도시 환경 

개선사업 등과 같은 분야에 건축 분야 전문가주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를 통하여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윤리와 공공성을 표출되는 분야의 개발 및 참여

가 필요하다. 

5.1.4. 구조적 요건의 배타성 

의료분야는 전문가주의 형성 초기에 의사 조직을 중심으로 유사 의료인 등 외부

인들에 대한 배제와 포섭을 통한 배타성 확보를 하였다. 최근에는 전문가주의 조직

내부에서 의사들의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라는 단일 조직 내 확고

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면허시험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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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0% 이상으로 의사 면허 정원은 실질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으로 조정된다. 

건축설계분야는 외부적으로 유사 전문가 집단과 연대 또는 분리를 통한 외부적 

배타성 경계 설정과 건축사 자격을 위한 내부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되었다. 

조직의 내부에서의 건축사와 건축가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표방하는 단일 

조직의 활동이 아닌 집단 내 경쟁을 하는 개인의 행위에 그치게 되고 그 결과 배타

성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력 강화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건축사의 정원은 

건축학과 입학정원이 아닌 졸업 후 건축사 자격시험으로 조정되는 실정이다. 8년 

과정의 인증된 건축교육 이수 후 건축사 자격의 10% 합격률과 자격 취득 경쟁으

로 인하여 동료가 아닌 경쟁자의 관계가 되어 조직의 결속력이 약화되었다. 건축사

의 높은 합격률 조정이나 일본처럼 1급, 2급 건축사 면허를 제공하여 5년제 졸업 

후 2급 건축사 면허, 3년 수련 후 1급 건축사 면허와 같이 수준 차이를 두는 등 다

양한 방법을 통하여 내부조직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단일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동

질성 회복이 필요하다.

5.1.5. 구조적 요건의 자율성

최근 모든 분야 전문가주의는 소비자주의와 정부의 규제 등으로 기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분야에서 진료자율권 즉 의사

들의 처방에 대한 권한 제한과 건축 설계자율권 규제 등 전문가주의 자율권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전문가주의의 공정거래와 설계비용의 저가 수주 경쟁이 나타나면서 전문가

주의는 급속도로 약화하였다. 

자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문가 조직 내 자율규제는 전문가가주의 협회라

는 조직의 형성과 활동인데, 기본적으로 의사는 의사협회에 가입되어 협회라는 조

직의 활동이 가능하나 건축사협회는 가입 없이 활동하는 건축사가 많아 건축사협

회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또한 의료분야는 의료법을 통한 행정규제와 더불어 의사

협회 내부 규율을 통한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있는데 비하여 건축분야의 

경우는 정부의 행정규제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건축사협회 내부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규제보다 전문가주의 자율

성에 기초한 건축사협회의 내부규제와 통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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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국 내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발전 가능성

한국 내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 전문가주의 분석 결과로부터 나타난 현황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하여 건축설계 교육분야와 실무분야에서 전문가주의의 발전 

가능성에 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은 다음과 같은 전문가주의 전문

성과 체계성, 배타성과 자율성, 그리고 공공성 요소에 따른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

야의 상호보완적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다.

5.2.1. 건축설계 교육분야

전문성의 변화는 건축실무분야와 더불어 건축교육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실무에서의 전문성의 발현은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직접적 결과이며 지속적

으로 변화 가능하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 체계에서 전문화 과정을 포함하고 변화를 

대비하여 탄력 있는 교육이 가능한 교육체계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내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이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적정성의 결정은 

건축학과 교육체계와 접하게 연관된다. 현재 한국건축교육과정은 통합된 일반 

건축설계 스튜디오 교육이 주를 이룬다. 한국 건축설계분야 전문교육의 중심인 건

축학과 5년제 학부 교육체계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건축설계 사고를 위하여 스튜

디오별로 다양화, 세분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건축설계 방법론을 중심으로 교육한

다. 현재 건축학과 설계교육은 일반적으로 저학년에서 작은 규모의 설계로 시작하

여 고학년의 도시계획까지 규모에 따른 설계교육 이후 5학년에서 일부 특화된 설

계스튜디오나 학생본인 주도하에 설계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건축설계교육은 기본

적으로 설계과정에 따라 건축디자인의 구성요소인 형태, 비례, 균형, 스케일 등에 

관하여 교육하며, 건축설계 접근 방법으로는 대지조건과 분석, 공간개념과 실의 배

치, 평면계획, 그리고 건축물 내부의 각 부분설계와 설계결과 발표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프로젝트의 교육이란 측면에서 보면 건축설계과정은 유사하나 프

로그램과 건물 유형, 그리고 규모에 대한 차이를 의미하며 건축설계교육은 건물 유

형이나 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과정의 훈련이다. 이러한 통합 건축설계 교육과정은 

한국 내 건축학과 필수설계 교육과정인 일반설계 스튜디오 교육과 더불어 특화된 

설계 교육과정과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교육과정의 신설 필요성과 관련된다. 

전문가주의의 체계성 관점에서 보면 건축설계분야는 2008년 한국건축학인증으

로 5년제 교육체계가 도입되었고 실무교육과 자격시험과도 연결된 교육 체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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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확보하였다. 그러나 건축분야에서 분화되어 독립된 도시설계, 조경, 실내

건축 등 교육과정은 분야별 학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분야의 단절이라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소속에서 디자인 대학의 다양한 관련 학과들

로 조정함으로써 건축 관련 설계 분야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세분화와 종합화가 진

행되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주의가 형성될 것이다. 디자인 

대학을 통하여 각 분야의 디자인이 분야별 세분화는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디

자인과 설계분야의 종합화가 되면 의과대학의 임상교육공간이자 연구공간인 대학

병원과 같은 설계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세분화된 분야의 설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 의료시설이자 교육시설인 대학병원은 실무 교육의 장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업무의 개발 및 연구에도 도움이 되므로 건축분야에서도 실무

교육과 연구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건축교육 인증의 유일한 교육체제인 5년제 학부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제

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5년제 학부와 더불어 4년 학부+2-3년 대학원 체계 

등 다단계 교육제도 도입과 같은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건축설계

분야 교육방법도 개선과 임상과 기초학문 지식의 공공의료 활용과 같은 공공성과 

전문가 윤리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5.2.2. 건축설계 실무분야 

건축설계는 다양한 지식의 종합화라고 하지만 현대로 올수록 건축설계는 근거중

심의 설계(EBD: Evidence Based Design)로 인하여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지식의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 건축설계에 필요한 세부분야의 지식을 모으고 조정하는 행

위인 이러한 통합관리는 단순히 분야별 전문가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설

계의 기본적인 전문지식 바탕 하에 종합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건축사는 해당분야의 종합화와 PM(Project Management)으

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건축설계분야에서도 

더욱 전문화된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즉 건축설계분야에서 건축설계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종합화한 융합형 전문화와 세분화가 가능하다. 현재 건축 설계의 세분

화는 전통건축이나 병원건축처럼 일부 영역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에 따른 세분

화가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화 과정이 명확해질 것이다. 의료분야의 

전문화와 극단적 세분화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반영한다면, 건축설계분야의 경우 

전문화와 세분화는 명확한 분야를 구분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종합화된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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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필요하므로 대다수의 일반 GP(General Practitioner) 건축사와 소수의 전

문분야의 세부전문가 건축사로 구성하게 되면 전문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유지하게 

될 것이다. 

건축설계분야의 전문화와 세분화는 분업화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대형 종합건축

사사무소의 인력과 전문화된 지식의 소규모 건축사무소가 협업이나 컨소시엄을 통

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좋은 건축설계의 결과가 가능하며 대

형사무소와 소형 사무소의 적절한 관계 및 경제적 분배도 가능하다. 

전문화와 세분화된 업무는 전문가주의 유사 집단에 대한 전문가주의의 배타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의사들의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으로 기존

의 한지의사(限地醫師)136)나 약사가 전문화된 지식의 습득이 불가능하게 되고 의

사들의 지식 독점으로 배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는 의사

집단을 중심으로 배타성을 명확히 하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건축설계분야는 전문가인 건축사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영세한 규모

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사사무소는 수익에 의해 운영되는 시공회사와 비교

하여 조직이나 경제 규모의 차이가 커서 건축설계는 건축주의 요구와 더불어 시공

회사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시공회사의 건축설계를 포함하려

는 업무영역의 확대가 시도되고 있다.137) 건축설계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통하여 

건축설계분야는 건축사만의 고유하며 독립된 업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함으로서 

최근 시공회사의 설계업무 확대하려는 시도를 막으면서 건축사의 배타성을 강화시

킬 수 있으며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주의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건축분야 전문가주의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건축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공공건축

을 설계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실천으로써 건축사의 공공성 기여 측면이다.  

건축분야 공공성의 다양한 방법을 찾고 이를 통한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현

을 모색하는 이러한 공공 건축 설계 사무소의 육성을 통하여 건축설계의 적정대가, 

투명한 설계과정, 그리고 다양한 건축사와 연구자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설계

수준을 높임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통한 한국 의료분야 수출과 같이 건축

설계분야도 세계화와 더불어 건축설계시장의 확장도 가능 할 것이다.

136)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개업하도록 허가한 의사.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 정책의 하나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https://ko.dict.naver.com/detail.nhn?docid=41575700

137) 일반적으로 건축 전 과정의 비용 중 건축설계는 대략 3-8% 정도이며 건축 공사비가 50% 이상을 차지한

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68657&cid=51331&categoryId=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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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축설계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전문가주의 조직인 건축사협회 내부 

규제보다는 법적 행정규제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주의 속성인 

자율성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건축사 내부규제를 강화시키고 그에 따른 설계 자율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한국 내 모든 전문가주의

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및 소비자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사고의 

실질적 주체가 아닌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분야 전문가

들의 법적 구속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가주의 조직 내부

규제를 통한 자율성의 확보와 함께 국가 및 소비자주의와의 적절한 관계를 위한 전

문가주의 윤리규정 및 윤리교육 강화 등 구체적 해결 방법의 모색과 기존에 나타났

던 전문가의 권위를 통한 전문가의 일방적인 결정과 공급의 관계가 아닌 전문가와 

소비자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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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결

한국 의료분야와 건축분야 전문가주의의 현황을 전문가주의의 기본적, 태도적, 

구조적 요건들과 그에 속한 전문성, 체계성, 공공성, 배타성, 자율성 등 다섯 가지 

요소들을 공시적 비교와 통시적 비교로 분석하였다. 

의료분야는 임상의학이 탄생한 근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어 왔

으며 현재에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사회의학 등 크게 세 분야의 접근을 통하여 의

학의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구축하였고 의사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건축분야는 초기에 건설 분야와 건축공학으

로 나뉘었고, 건축공학은 건축공학과 건축학으로 분리되면서 건축설계분야의 축소

와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약화되었다. 건축설계분야는 일반건축설계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건축설계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므로 분야별 세분화와 전문화

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건축설계분야는 통합된 일반건축설계 위

주로 진행되어서 건축설계분야 내 전문성을 통한 세분화가 명확하지 않다. 

의료분야의 교육과정은 교양과 기초학문의 수료 후 전문 임상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의학교육인증을 통하여 의사라는 전문직을 배출하기 위한 일정 수준 이

상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 건축설계분야의 교육체

계는 2008년 세계건축가협회기준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으로 표준화하였고 기존의 

건축공학에서 건축설계 중심으로 전환하여 교육체계성을 구축하였다. 

의료분야의 공공성은 공공의료로 대표되는 정부주도 및 민간 주도의 자발적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나타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 공공성의 

대표인 공공건축의 경우 건축 분야 전문가주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발 및 참여가 필요하다. 

의료분야는 전문가주의 형성 초기에 의사 조직을 중심으로 유사 의료인들에 대

한 배제와 포섭을 통한 배타성 확보를 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건축분야는 외부적 

배타성 경계 설정과 건축사 자격을 위한 내부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되었다. 

최근 모든 분야 전문가주의는 소비자주의와 정부의 규제 등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으며 의료분야에서 진료자율권과 건축 설계자율권 문제가 발생되었다. 19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전문가주의의 공정거래와 

설계비용의 저가 수주 경쟁이 나타나면서 전문가주의는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건축교육체계에 전문성의 변화는 건축실무에서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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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변화 가능하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 체계에서 전문화 과정

을 포함하고 변화를 대비하여 탄력 있는 교육이 가능한 교육체계성을 형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전문가주의의 체계성 관점에서 보면 건축설계분야는 2008년 한국건

축학인증으로 5년제 교육체계가 도입되었고 건축실무교육과 건축사 자격시험과도 

연결된 건축교육 체계성을 명확하게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야에서 

독립된 도시설계, 조경, 실내건축 등 교육과정은 각 분야별 학과 중심으로 성장하

면서 분야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

건축실무분야는 건축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모으고 조정하는 행위인 통합관리가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분야별 전문가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의 기본

적인 전문지식 바탕 하에 종합화되는 것이다. 즉 건축분야 전문가주의는 해당분야

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종합화와 관리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더욱 전문화된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그 결과 건축설계분

야에서 건축설계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종합화한 융합형 전문화와 세분화가 명확

하게 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6.1 연구의 종합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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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연구의 종합

19세기에 서양 근대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전형적인 전문가주의는 전문화

된 지식을 기반으로 내부교육을 통하여 조직을 형성하여 정부의 인정 하에 전문가

주의 배타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 기반으로 사회의 공공성을 위하여 사회에 기

여하는 조직이 되었다. 전문가주의의 특성들은 전문적 지식의 배경인 전문성과 전

문성의 발현인 교육체계성, 공공선과 윤리의 실천인 공공성, 그리고 정부와의 인정 

하에 전문가주의의 조직형성과 자발적인 조직 관리인 배타성과 자율성 등이다. 자

생적인 서양의 전문가주의와는 다르게 일본화된 서양 전문가주의가 수입된 한국 

전문가주의는 한국 근대국가 형성시기에 국가 주도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한국 전문가주의는 국가 정부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조합주의적 성격

이 강하며 정부의 규제가 발달되어 있다.

한국 의료분야는 서양에서 임상의학이 탄생한 근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전문

화, 세분화되어 왔으며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전문가주의를 

구축하였다. 의료분야의 전문가주의는 의학이라는 범위 내에서 전문화되고 세분화

하여 전문가주의의 권력과 배타성을 유지하였다. 의료분야는 의사를 중심으로 전

문화와 세분화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왔

다. 이에 비하면 건축분야는 건축사라는 전문가가 중심이 아닌 시공분야와 건축공

학으로 나뉘었고, 이후 건축설계분야는 건축공학에서 건축학으로 분리되면서 건축

설계분야의 업무범위 축소와 그로 인한 법적 책임만이 강화되고 전문가로서의 권

위는 약화되었다. 건축설계분야는 일반건축설계부터 전문분야 건축설계까지 광범

위한 범위를 포함하므로 일반화와 통합화와 더불어 분야별 세분화와 전문화가 필

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내 건축설계분야는 통합된 일반건축설계 위

주로 진행되어서 건축설계분야 내 전문성을 통한 세분화가 명확하지 않다. 

한국 내 대학병원의 경우 교수, 전임의, 임상강사와 수련의를 중심으로 하는 진

료와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간호, 그리고 원무과나 행정 직원들의 관리 의료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련의의 경우 전문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저임금과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의료사고 가능성과 업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타 직종과의 갈

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건축사사무소의 경우도 유사하여 전문가주의 교육 특유의 

도제방식이 많고 추후 사회적 경제적 보상을 예상하여 현재의 과정을 개인적으로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건축실무분야에서 적절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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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수련을 위한 건축사사무소 실무과정의 기준 결정 및 산학협력 인턴제도, 실무 

수련 후 건축사 자격등록제 시험의 개선안, 그리고 건축학과 입학 정원과 건축사 

시험 정원의 적절한 연계성 조정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건축설계분야는 건설회사와 시공분야의 건축설계 허용이라는 외부적 문제와 함

께 건축사 자격의 강화로 인한 조직 내부의 경쟁과 조직의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타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성 강화와 조직 체계정비가 필요하

다.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는 분야와 상관없이 소비자주의와 더불어 한국 정부

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문가주의의 주요한 요소인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 현재 

건축설계분야를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전문가주의 조직인 건축사협회 내부 규제보

다는 법적 행정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주

의 속성인 자율성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인 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의무를 

통하여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주의 회원들이 결속하여 행정규제 대신 건축

사 내부규제를 강화시키고 그에 따른 설계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주의 내

부규제와 자율성의 확보와 함께 국가 및 소비자주의와의 적절한 관계를 위한 구체

적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전문가주의 권위를 가진 일방적인 결정과 

공급이 아닌 파트너십과 같은 전문가주의와 소비자주의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요청된다.  

전문가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공공성은 의료분야에서 공공의료를 통하여, 건축설

계분야는 안전을 담보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 경제적 이익

집단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기존의 건축설계분야 전문가주의로 이데올

로기 및 조직 윤리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발현하는 구체적 방법을 실천하도록 요구

된다.

건축설계분야는 최근 근거중심의 설계로 인하여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지식의 분

야로 변화하고 있다. 건축설계에 필요한 세부분야의 지식을 모으고 조정하는 행위

인 이러한 통합관리는 단순히 분야별 전문가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

의 기본적인 전문지식 바탕 하에 종합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

식을 보유함으로써 건축사는 해당분야의 종합화와 관리조정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건축설계분야에서도 더욱 전문화된 영역을 형

성할 수 있다. 즉 건축설계분야에서 건축설계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종합화한 융

합형 전문화와 세분화로 가능하다. 현재 건축설계의 세분화는 전통건축이나 병원

건축처럼 일부 영역의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에 따른 세분화가 시작하였으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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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면서 세분화 과정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현재 의료분야의 전문화와 극

단적 세분화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반영한다면, 건축설계분야의 경우 전문화와 

세분화를 위한 명확한 분야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종합화된 지식

의 발현이 필요하므로 대다수의 일반 건축사와 소수의 전문분야의 세부전문가로 

구성하게 되면 건축설계분야의 전문성과 내부 배타성을 동시에 유지하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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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이 연구는 한국 내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의 전문가주의를 기본적, 태도적, 구

조적 요건의 전문성, 체계성, 공공성, 배타성, 자율성 등의 요소들을 공시적, 통시

적 관점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의료분야는 극단적인 전문화

의 결과로 과목별로 세분화되어 왔고 현재에는 질환별로 종합화되고 통합화가 일

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건축설계분야는 건축분야의 시공, 구조, 공학 

등 여러 세부분야가 분리되고 독립되면서 현재는 일반화되고 통합화된 지식으로 

나타났다. 건축설계분야에서 전통건축과 병원건축처럼 일부 분야는 각 분야의 전

문적인 지식과 건축설계 지식의 결합으로 통합화, 종합화되면서 새로운 전문성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타 분야와 건축설계분야 지식의 새로운 통합화된 전문성은 

최근 건축 시공회사의 건축설계로의 업무영역의 확대와 같은 시도를 저지시켜 건

축설계분야를 건축사 고유의 업무로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형식의 종합

화된 전문성은 건축교육과 실무교육의 체계성에도 변화를 주게 되어 현재 건축교

육이 건축설계방법론 중심의 일반화된 교육에서 특화된 건축설계분야의 개발 및 

심화된 교육으로 전환되며 이는 곧 졸업 후 실무교육에 바로 연결되어 건축사사무

소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다. 한국의 전문가주의는 모든 분야에서 근대국가 형성

시기에 서양에서 수입한 시기부터 조합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규제가 발달

되었는데 현재는 소비자주의와 함께 전문가주의가 약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

축설계분야 전문가주의의 공공성은 국민건축문화와 기초건축교육을 통한 발현과 

공공건축과 관련된 새로운 공공성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와 윤리교육 등을 포함한 신 전문가주의로 나타날 것이다. 소비자주의와 전문가주

의의 동반적 파트너십을 위해서 새로운 전문가주의는 전문가의 기본적 조건인 전

문적 지식의 지속적인 배양 및 계속교육이 필요하다. 

의료분야에서 강력한 권위를 갖는 의사중심의 진료과정과는 다르게 건축 및 건

축설계과정은 건축사중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시공회사, 행정공

무원, 그리고 건축주의 강력한 요구에 전문적 지식의 발현이 변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정 및 건축설계과정의 관리능력이 뛰어

나고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그리고 법적으로 자격을 인정받는 전문가주의가 필요

하다. 또한 의료분야가 건축설계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전문가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료분야가 모든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과도한 세분화와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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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제도로 인한 문제들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으며 건축설계분야는 이점을 타

산지석으로 삼아 적절한 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정부 주도로 서양 전문가주의를 수입하여 형성된 한국 내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두 분야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활동의 과정 즉 진료과정과 건축과정, 

건축설계과정이 다르기에 각 분야별 차이가 존재하며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

가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후 의료분야와 건축설계분야와 더불어 현대 전문

가주의를 대표하는 변호사, 회계사,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주의를 비교분석

하는 과정이 첨부된다면 연구의 유효성이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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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edical Professionalis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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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ical professionalism organized in Western around 19th century was 

formed based on expertise knowledge and internal educational system and 

became an autonomic organization that exists for publicness with 

exclusiveness approved by government. Medical professionalism and 

architectural design professionalism have developed diverse characteristics 

throughout their history; the common characteristics are expertise of basic 

background knowledge, educational system to manifest expertise, the 

exclusiveness and autonomy from government generat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an organization, and the public nature of practising public good and 

ethics. The Western professionalism played a huge role i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modern nation. 

By contrast, Korea has imported the Japanized Western professionalism in 

1900s and it was adapted by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While Western professionalism was spontaneous and autonomous, the 

Korean professionalism was set by government, giving it corporative 



- ii -

characteristic, and therefore led to strong governmental regulation and 

restriction. Early Korean professionalism in medical and architectural design 

was firmly established based on strong authority and monopoly. Over time, 

stricter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appearance of consumerism weakened 

the professionalism but medical field still maintains its professionalism 

better than that of architectural design. 

This is comparison between professionalism in medical and architectural 

design field, with three requirements: basic requirement of expertise and 

systemicity, structural requirement of exclusiveness and autonomy, and the 

requirement of attitude, the publicness.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knowledge in each field, which is the basic background of professionalism, 

advanced along with each field’s academic development. The medical 

professionalism adapted by Korean government in the early period of 

modernization evolved from reinforced expertise and subdivision to 

integration and unification as economy grew and society changed. In 

comparison, architecture was divided into architectural design, construction, 

structure, and facilities. Additionally, in architectural design field, along with 

the subdivision of architecture, urban, landscape, and interior architecture, 

it was separated and it formed independent, integrated and generalized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 

From the systematical point of view, Korean architectural design field has 

changed profoundly from its previous system focused on architectural 

engineering as 5 year undergraduate educational system was introduced 

with Korean architectural accreditation in 2008. This led to formation of 

unified education system connected to administrative education and 

architects qualifying examination. The architectural design field faces 

various difficulties in unifying the organization, such as internal competition 

caused by tightened architect’s requirements, along with external problems 

from architectural design permission demands of construction companies 

and installation field. To solve the issue of exclusiveness, reinforcement of 

expertise and adjustment of architect’s organization are necessary. In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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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and architectural design field, with the appearance of consumerism 

and stricter governmental regulations, the autonomy, one of the major 

components of professionalism, is weakened. The publicness, which is the 

basis of existence of professionalism, is approved through health service in 

medical field and safety and the public domain in architectural design field, 

but in reality the professionals are viewed as economic interest groups. 

Hence, the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design is required to reinforce 

ideology and ethics, and to practise concrete measures to express 

publicness.

Current Korean medical field became extremely subdivided and 

specialized in each department, therefore integration of each disease and 

establishment of centers are proposed as solutions. In addition, excessive 

quantity of supply and over-education of specialists cause side effects of 

excessive medical service performed by professionals. By contrast, the 

reinforcement of expertise in architectural design is necessary to suppress 

the construction companies’ attempts to include architectural design in the 

business territory, strengthen the weakened autonomy caused by 

governmental restriction, and to form architectural culture and secure public 

architecture.

After examining the problems of expertise and system in medical 

professionalism, the appropriate constitution of architects in the future 

expertise and subdivision in architectural design professionalism would be 

the majority of general architecture and the minority of specialized 

architecture. Also, to strengthen the expertise in architectural design field, 

the expansion of the work field and responsibility of architect who is in 

charge of the whole architectural process, the mediation and administration 

in the designing process, the construction supervision are necessary. The 

architectural design professionalism should develop into a 

neo-professionalism based on expertise formed with integrated and 

specialized knowledge from related academic fields, appropriate autonomy 

and publicness from improved relations with government and consume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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