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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조경.건축사.협회(BC.Society.of.Landscape.Architects)는.Bridge 
to Licensure Flow Chart(면허.인가.절차)의.동반.자료로.이.문서를.
제작했습니다...이를.위하여.BC.지방.자치.단체.업무부(BC.Ministry.of.
Municipal.Affairs)에서.재정.지원을.아끼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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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조경.건축사에.대한.큰.수요는.BC주의.분주한.개발.산업에.
발맞춰가고.있습니다...또한,.이러한.수요는.조경.건축사가.
수행하는.업무의.범위가.현대.사회의.최전선인.“녹색.기술”을.
아우르면서.증가하고.있습니다.

이.안내서는.외국에서.교육.훈련받은.조경.건축사.또는.캐나다와.
미국.이외의.국가에서.조경.건축사로.교육받고.등록된.개인을.
위해.마련되었습니다..BC주에서.등록.조경.건축사가.되는.방법에.
관한.정보가.나와.있습니다...등록.절차에.관한.정보는.영어와.
프랑스어,.한국어,.중국어.간체,.이란어,.스페인어로.자세한.
내용이.나와.있는.다국어 면허 인가 페이지를.보십시오..이.
안내서는.이민이나.취업.문제를.다루지.않습니다.

BCSLA.등록.조경.건축사가.되고.싶으나.공인.고등.교육.
기관에서.학위를.취득하지.않은.경우.학위.인증.대학에서.교육.
기회를.알아보아야.합니다...자세한.내용은.http://bcsla.org/
education/education을.보십시오.

대부분.회사는.다양한.수준의.경력과.전문.지식을.갖춘.유자격.
조경.건축사를.충원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베이비.부머.
세대의.노화로.고령의.현.업자들이.일선에서.물러나거나.완전히.
은퇴하는.실정입니다...일부.고용.기회는.BCSLA.웹.사이트의.
Marketplace.아래에.게시되어.있습니다...이.사이트에.자신의.
이력서를.게시하는.도구도.있습니다...개인.정보를.게시하거나.
채용.기회.게시물에.응답할.때.주의.의무를.다하십시오.

1부 – 개요

건축사(조경)법
BCSLA는.BC주의.규제.기관으로.조경.건축사에게.등록을.
허가합니다...등록.조경.건축사와.인턴의.직함.사용을.규제하여.
대중을.보호하는.것이.BCSLA의.의무입니다..건축사(조경)법.
[RSBC.1996].제12조는.다음을.규정합니다.

1). .본.협회.정식.회원은.“조경.건축사”.
칭호를.사용할.자격이.있다..

2). .본.협회.정식.회원이.아닌.사람은.어떤.식으로든.
그.칭호를.사칭.또는.사용하거나.그럴.자격이.
있다고.주장하여서는.안.된다..

BCSLA 회원 종류
등록 조경 건축사(Registered Landscape Architect): .
교육과.시험,.경력에.의한.자격,.연회비.납부,.직업.행동.및.기준.
요건.준수를.포함하여.BCSLA.회칙.및.건축가(조경)법의.요건에.
따라.협회에.가입된.사람...

조경 건축사(Landscape Architect):.(a).조경.건축사로서.
현업에서.물러나기로.하였으나.직위.유지하기를.원하는.사람.
또는.(b).공공.부문이나.민간.산업의.주로.경영이나.정책,.관리,.
공동.조정.분야에서.일하는.정규직.직원.또는.(c).주로.교육.또는.
연구에.종사하는.전임.교수나.강사,.저술가...

BCSLA 인턴(BCSLA Intern):.인턴은.이사회에서.
본.협회.가입을.위한.입회.프로그램으로.수락된,.다음.
요건을.충족하는.준회원입니다...

i.. 이사회에서.승인한.조경.건축.학위를.수료했거나

ii.. .이사회에서.승인하는.조경.
건축.분야에서.6년간.근무했거나

iii.. 유사.분야에서.동등.학위.및.경력이.있음.

(c)BCSLA 예비 인턴(BCSLA Pre-intern):..예비.
인턴은.BCSLA.인턴으로.신청하는.데.필요한.모든.요건을.
충족하는.과정에.있는.준회원입니다.

i.. 조경.건축.분야에서.6년.미만.근무했거나

ii.. 유사.분야에서.학위가.있거나

iii.. 관련.분야에서.근무한.경력이.있음.

수락.시.신청자는.“BCSLA.예비.인턴”이라는.칭호를.사용할.
자격이.있습니다..학위와.경력의.질과.적합성을.결정하는.것은.
자격.심사.위원회의.재량입니다.

교육생(Student):.학위.인증.고등.교육.조경.건축.
프로그램에.등록되어.있는.개인입니다.

http://bcsla.org/education/education
http://bcsla.org/education/education
mailto:https://www.bcsla.org/marketplace/job-listings?subject=
mailto:https://www.bcsla.org/marketplace/resumes?subject=
mailto:https://www.bclaws.gov.bc.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0_96018_01?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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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신청서는.BCSLA.자격.위원회에서.검토하고.최종.승인을.
하는.이사회에.회부됩니다..

소요 시간
각.신청서는.매달.사례별로.평가됩니다..영어.능력.요건을.
충족하고.자격이.평가되어.최소.요건을.충족하면.등록을.신청할.
준비가.된.것입니다..신청서.심사에.필요한.시간은.모든.구비.
서류가.얼마나.빨리.도착하는지,.번역이나.설명이.필요한지.
여부에.따라.다릅니다..모든.서류가.빠짐없이.접수되면.BCSLA
로부터.서면.통지를.받게.됩니다..

조경 건축 인가 위원회(LAAC)나.조경 건축 인가 이사회(LAAB)
에서.공인하는.조경.건축.분야.학위가.있고.BC주에서.면허를.
인가받으려는.경우,.조경.건축사.등록.시험(LARE).등록.절차를.
시작할.수.있습니다...공인.학위가.없는.경우,.시험.절차를.
시작하기.전에.BCSLA에서.승인을.받아야.합니다..조경.건축.등록.
이사회.위원회(CLARB)는.대면.및.신청자의.컴퓨터가.온라인.
감독.시스템과.호환되는.경우.원격.감독으로.시험을.관리합니다..
시험.등록.전에.연회비를.위한.CLARB.위원회.기록을.마련해야.
합니다..시험.등록을.마치면.CLARB에서.BCSLA에.신청자가.
BCSLA.인턴인지.확인해달라고.요청합니다...LARE.절차는.최소.1
년.이상.걸릴.수.있습니다..

예상 비용
신청비.$52.50(세금.포함)은.캐나다화로.납부.가능하며.환불되지.
않습니다..그.외.비용에는.다음이.있을.수.있습니다.

> 영어.능력.시험

> 서류.번역

> 서류.공증

> 성적.증명서.승인.및.확인

> CLARB.위원회.기록.마련.

> LARE.응시

신청서가.수락되면.연회비(일할.계산)가.적용됩니다..현행.연회비 
관련 별지는.http://www.bcsla.org/를.확인하십시오..BCSLA.
교육생에.대한.신청비나.연회비는.없습니다.

회원 혜택
회원.혜택에는.다음이.포함되나.이에.국한하지.않습니다:.
지속적인.교육.기회.및.모바일.워크샵.이용,.연례.컨퍼런스와.
교육.프로그램,.사교.행사에.대한.할인,.Sitelines.Magazine.구독,.
BCSLA.간행물(BCSLA.Annual.Membership.and.Firm.Roster).
및.본.협회.웹.사이트.등재,.방송.이메일.프로그램.구독.,.회원.
전용.웹.사이트.이용,.특별.행사.초청.등.

점검 목록

4 신청할 준비가 되셨나요? 되신 경우
n   신청.자격이.있는.회원.종류를.결정하셨나요?

n   자격.평가를.받으셨나요?

n   영어.능력.시험을.치르셨나요?

4 신청
BCSLA.면허.인가.및.정보.포털을.통해.보안.사용자.계정을.
만드십시오..신청자는.본.협회에.관한.정보와.일회용.보안.
링크로.계정을.활성화하는.방법에.관한.지침이.나와.있는.본.
협회.환영.이메일을.받게.됩니다...신청자는.계정을.수정하고.
이름,.이메일.주소를.업데이트하고.경력.정보를.제공할.수.
있습니다...탐색.탭으로.사용자가.온라인.신청서에.접속하여.
BCSLA.가입.진입.범주.및.작성.가능.신청서와.관련한.정보를.
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신청자는.신청서를.작성하고.고유.
온라인.계정을.사용하여.BCSLA에.제출할.수.있습니다..신청.
절차에.많은.정보가.필요하며.신청자는.시간을.두고.신청서.
작성을.완료하면.됩니다..“Save.Draft”(임시.저장).기능으로.
신청자는.작성.중인.신청서를.저장하고.나중에.다시.돌아와.
마칠.수.있습니다....일부.경우에는.신청자나.제삼자가.원본.
서류(예:.성적.증명서,.면허.인가.확인서.등)를.BCSLA에.
제출해야.합니다...신청자는.원본을.별도의.표지를.붙여.발송할.
예정이라는.것을.온라인.양식.확인란에.표시할.수.있으며.이는.
기록되며.추적됩니다...신청서.작성이.끝나면.데이터가.BCSLA.
데이터베이스의.신청자.기록에.연계됩니다.

mailto:https://www.csla-aapc.ca/about-csla/accreditation-council?subject=
mailto:https://www.asla.org/accreditationlaab.aspx?subject=
mailto:https://www.bcsla.org/licensure/membership-applications?subject=
mailto:https://www.bcsla.org/licensure/membership-applications?subject=
http://www.bcs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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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대한.장벽을.없애려고.노력하기.전에.영향을.받은.
사람들과.직접.상담하여.문제의.범위를.결정하고.그들의.필요와.
이니셔티브로.영향을.받은.방법을.이해하는.것이.중요합니다...
BCSLA에서.본.협회와.직종의.다양성을.더.잘.이해하여.
전달하고.회원의.필요를.지원할.수.있도록.신청.시.온라인.옵션.
설문.조사를.비밀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이.조사는.7가지.
질문으로.되어.있으며.5분.정도.걸립니다...신청자는.응답의.
문맥을.저희가.가장.잘.이해할.수.있게.불편하지.않을.만큼.
최대한의.정보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4 사전 평가
BCSLA.실무진이.제출된.정보를.일차.검토합니다..빠진.
것이.없으면.BCSLA.자격.심사.위원회에서.신청서.
평가를.진행합니다..빠진.정보가.있으면.BCSLA에서.
신청자에게.이메일로.알려드립니다.

4 평가
자격.심사.위원회에서.신청서를.검토하고.BCSLA.이사회에.
회부하여.최종.승인을.내립니다...BCSLA에서.신청서.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서면.확인서로.알려드립니다..

>  입회.프로그램.기준을.충족하는.경우.심사.위원회에.출석하여.
구술.법제.시험을.치르도록.초대받을.수.있습니다...

> .입회.프로그램.기준을.충족하지.않는.경우

. a).특출한.요건을.충족해야.하거나

. b).LARE를.치를.자격이.있을.수.있습니다.

4 조경 건축사 등록 시험(LARE) 응시
LARE는.대중의.건강과.안전,.안녕에.영향을.미치는.조경.건축.
측면들을.실행하는.데.필요한.지식과.기술을.테스트합니다...
자세한.내용은.https://www.clarb.org/home을.보십시오.

4  LARE는 4개 시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섹션은 나머지 섹션과 
독립적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섹션.1.. 프로젝트와.건축.경영

. 섹션.2.. 재고와.분석

. 섹션.3. 설계

. 섹션.4. 정지와.배수,.건축.문서화

4 LARE 점수
시험을.치르고.나면.CLARB에서.이메일로.온라인에.점수가.
나와.있음을.알려드립니다..BCSLA에서.점수가.나와.있는.
서면.확인서를.발송하고.시험.진행.상황을.추적합니다...또한,.
이.정보는.비밀번호가.있는.보안.회원.포털을.통해.BCSLA.
웹사이트에도.보실.수.있습니다..

4 최소 경력 요건
일반적으로.업무.경험은.유자격.멘토의.직접.감독.하에.
사무실에서.취득합니다...업무.경험이.있어야.일반적으로.
인정되는.실무.기술.기준을.충족할.수.있는.충분한.경험과.조경.
건축.직종의.실무에.안전하게.참여하는.데.필요한.적절한.수준의.
역량을.제공할.수.있습니다...

4 심사 위원회
BCSLA.심사.위원회는.BC.조경.건축사.협회.회원.등록에.
필요한.이.법제.시험을.정하고.관리합니다..신청자의.자격을.
검토하고.합격.여부를.결정합니다.

BCSLA.심사.위원회에.출석하는.것은.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조경.건축사.면허를.인가받기.위한.마지막.단계이며.개인이.
대중의.건강과.안전,.안녕을.보호하면서.BC주에서.이.
직종을.이행할.수.있는.충분한.지역.지식과.기술,.능력을.
보여줬는지.확인하는.데.필수적입니다.

BCSLA.심사.위원회의.역할은.건축사(조경)법[RSBC.1996].제18
장,.제8조.및.BCSLA 회칙에.정의된.시험으로.입회.시점에.직종 
기준에.관하여.일반적인.점검을.하는.것입니다.

시험은.일년에.최소.4번.실시됩니다...신청자는.직접.또는.가상.
플랫폼에서.시험에.출석할.수.있습니다.

4 등록
심사.위원회를.통과하면.등록.번호와.BCSLA.회원증,.
캐나다.조경.건축사.협회.회원증,.그리고.해당하는.경우.
BCSLA.직인이.교부됩니다...

  

https://www.clarb.org/home
mailto:https://www.bclaws.gov.bc.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00_96018_01?subject=
mailto:https://www.bcsla.org/profession/bylaws-standards?subject=
mailto:https://www.bcsla.org/profession/bylaws-standards?subject=
mailto:https://www.bcsla.org/profession/bylaws-standards?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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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BC주에서.등록.조경.건축사가.되기.위해.필요한.절차의.
각.단계에.대한.자세한.설명입니다..신청자가.하는.일과.BCSLA
에서.하는.일,.캐나다.밖에서.마칠.수.있는.단계들에.대해.
설명합니다...이는.Bridge to Licensure Flow Chart(면허.
인가.절차)의.동반.자료입니다.

신청할 준비가 될 때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1단계   

교육(신청자)
이는.캐나다.밖에서.가능합니다..신청자는.BCSLA 회칙.제
2조에.정의된.모든.회원.요건을.충족해야.합니다..BCSLA.
조경.건축사.등록을.고려한다면.공인.고등.교육.기관에서.
받은.조경.건축.학위가.있어야.합니다..국제 자격 평가 
서비스(ICES)와.세계 평가 서비스(WES)에서.다른.주나.
다른.국가에서.공부한.사람들을.위한.공식.학점.취득.교육.
프로그램을.평가하고.BC주.및.캐나다에.상응하는.수준을.
결정합니다..ICES.종합.보고서.또는.WES.과정별.평가서는.
신청.시.반드시.ICES.또는.WES로부터.BCSLA.사무국에.
직접.접수되어야.합니다..신청자는.역외.심사를.위한.조사.
비용과.입회비,.그.외.타당한.평가를.비롯한.모든.비용을.
완납할.책임이.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https://www.
bcsla.org/licensure/licensure를.보십시오.

2단계

영어 능력(신청자)
이는.캐나다.밖에서.가능합니다..영어가.모어가.아니고.
고등.교육.과정을.영어로.이수하지.않은.경우,.등록.
신청서와.함께.BCSLA에서.인정하는.기관의.영어.능력.
시험.합격.점수를.제출해야.합니다..BCSLA에서는.IELTS-
아카데믹.또는.TOEFL-iBT를.인정합니다..그.외.평가.
시험은.인정되지.않습니다..이.정보는.주로.고등.교육.기관.
및.전문.단체에서.사용됩니다..시험.신청.시.시험.점수가.
BCSLA로.직접.보내지도록.주선해야.합니다..시험은.
비용이.많이.들고.등록을.지연할.수.있으므로.시험.준비를.
강력히.권장합니다..영어.시험을.보기.전에.시험.준비.
자료를.활용하거나.수업에.등록할.수.있습니다.

Ô   BCSLA 인턴 자격이 있으면 3단계로 가십시오.

2부 – 단계별 안내

mailto:https://www.bcsla.org/sites/default/files/documents/licensure/T14520Korean_Bridge-to-Registration_03-2021.pdf?subject=
mailto:https://www.bcsla.org/sites/default/files/Bylaws2017_Adopted.pdf?subject=
mailto:https://www.bcit.ca/ices/?subject=
mailto:https://www.bcit.ca/ices/?subject=
mailto:https://www.wes.org/ca/?subject=
https://www.bcsla.org/licensure/licensure
https://www.bcsla.org/licensure/licensure
mailto:https://www.ielts.org/?subject=
mailto:https://www.ielts.org/?subject=
mailto:https://www.ets.org/toefl?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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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회원 자격이 있는 경우(신청자):
이는.캐나다.밖에서.가능합니다...온라인.후보자.계정을.www.bcsla.org에서.만드십시오...온라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작성.및.업로드하고.신청비를.납부하십시오..신청서.PDF.파일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신청서를.
작성하고.다음을.하십시오..

4 여권.크기.사진과.이력서.사본을.첨부하십시오.

4 .신청.시.영어.능력.시험.결과가.BCSLA로.직접.보내지도록.주선하십시오..서류는.수령.시.
신청자의.계정에.업로드됩니다.

4  신청.시.성적.증명서.평가.결과가.BCSLA로.직접.보내지도록.주선하십시오..서류는.수령.시.
신청자의.계정에.업로드됩니다.

4  .2개.이상의.주나.국가에.등록되어.있는.경우,.면허를.인가받은.각.관할.지역의.조경.건축.직종을.규제하는.기관에.
회원.증명서를.요청하십시오.

4  .근무한.모든.곳에서.면허를.인가받지.않은.경우,.자격.심사.위원회에서.요구하는.기준을.충족하는.수석.등록.조경.
건축사가.작성한,.고용.계약과.직무.설명이.나와.있는.선언문을.제출해야.합니다...(추천서는.외국에서.받은.것이어도.
됩니다..번역이.필요하면.번역을.주선하고.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4. 수료증.사진/스캔

4. 등록.조경.건축사에게.받은.추천서

4. 사업.전문가에게.받은.추천서

4. 역외.심사를.위한.조사.비용과.입회비,.그.외.타당한.평가를.비롯한.모든.비용.완납..그리고

4. 그.외.자격.심사.위원회에서.요구하는.모든.그.외.정보.및.서류.

Ô   4단계로 가십시오.

3단계

BCSLA 인턴 신청(신청자)
이는.캐나다.밖에서.가능합니다..온라인.후보자.계정을.
www.bcsla.org에서.만드십시오...온라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작성.및.업로드하고.신청비를.납부하십시오..
신청서.PDF.파일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신청서를.작성하고.다음을.하십시오.

4 이력서.사본을.첨부하십시오.

4 수료증.사진/스캔

4  신청.시.성적.증명서.평가.결과가.BCSLA로.
직접.보내지도록.주선하십시오..서류는.수령.시.
신청자의.계정에.업로드됩니다.

4  규제.기관의.이름과.회원.번호가.나와.있는.
유자격.멘토의.확인서(부록.A)

4  역외.심사를.위한.조사.비용과.입회비,.그.외.타당한.
평가를.비롯한.모든.비용.완납..

4  그.외.자격.심사.위원회에서.요구하는.
모든.그.외.정보.및.서류.

http://www.bcsla.org
http://ww.bcs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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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조경 건축사 등록 시험

5A     조경 건축 등록 시험 응시(신청자)
섹션.1과.2는.선다형.및.객관식.질문으로.구성되고.섹션.3과.4는.선다형,.객관식.및.고급.항목.유형(“끌어서.바꾸기”.
및.“핫스팟”.항목)으로.구성됩니다..모든.섹션은.특정.캐나다.및.미국.지역에.있는.컴퓨터에서.관리되며.신청자의.
컴퓨터가.기술.사양을.충족하는.경우에는.전.세계.어디에서나.원격 감독을.통해.관리됩니다..

BCSLA.인턴으로.합격.시.LARE에.온라인으로.등록할.수.있습니다...모든.LARE.후보자는.조경.건축.등록.이사회.
위원회(CLARB).기록을.보유해야.합니다...연회비는.미화로.납부해야.합니다..시험.비용은.섹션별로.미화로.책정되며.
관리.수수료가.적용됩니다...현행.정보는.www.clarb.org에.나와.있습니다.

4 CLARB는.계약업체와.협력하여.LARE에.대한.온라인.등록을.제공합니다.

4  시험을.치르기.전에.준비.자료를.활용하는.것을.강력히.권고합니다..학습자료는.BCSLA.및.CLARB 
웹 사이트에.나와.있습니다.

4  경우에.따라.최근에.시험에.합격한.BCSLA.자원봉사자를.초대하여.시험.준비.워크숍을.
녹음하여.온라인으로.제공합니다.

4  시험을.치르고.나면.CLARB에서.결과를.이메일로.알려드립니다..BCSLA는.신청자의.LARE.진행.상황에.대한.
서면.확인서를.제공합니다...

4  첫.시도에.불합격하면.재응시해야.합니다..BCSLA.입회.프로그램에.등록한.날짜로부터.연속.5년.이내에.등록.
시험의.모든.섹션에.합격해야.합니다.

5B     2년 경력 필수(신청자)
I필요한.영역의.경력을.제공하는.직종을.찾는.것은.BCSLA.인턴의.책임입니다..BCSLA.인턴은.8가지.필수.
업무.경험.영역.중.최소.5개.분야에.대해.적절하게.분배된.최소.2년의.업무.경험을.문서화해야.하며.인턴.
과정.시작.후.5년.이내에.이를.완료해야.합니다..시험에.합격하고.경력.요건을.충족하면.심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초대받을.수.있습니다.

Ô   8단계로 가십시오.

4단계

사전 평가(BCSLA)

4  BCSLA.사무국에서.제출된.정보를.일차.검토합니다..
빠진.정보가.있으면.BCSLA에서.신청자에게.
이메일로.알려드립니다..모든.서류가.접수될.때까지.
기다린.후.평가를.시작합니다.

4  자격.심사.위원회는.모든.서류가.접수되면.신청서를.
평가합니다..신청자의.교육과.경력을.고려합니다..
위원회에서.이사회에.회부하여.최종.승인을.내립니다.

4 평가가.완료되면.신청자는

. a)..등록.가입을.계속하도록.초대됩니다..

 Ô  6단계로 가십시오...아니면

. b).LARE를.치르도록.요구됩니다..

 Ô  5단계로 가십시오.

 

mailto:https://home.pearsonvue.com/clarb/onvue?subject=
http://www.clarb.org
mailto:https://www.clarb.org/take-the-exam/prepare-for-the-exam?subject=
mailto:https://www.clarb.org/take-the-exam/prepare-for-the-exam?subject=
mailto:https://www.bcsla.org/sites/default/files/Intern_Policy_2019_ADOPTED_0.pdf?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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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ORAL EXAMS (APPLICANT) 

구술 시험(신청자)
신청자는.자신의.경력을.검토하고.한두.가지.다양한.프로젝트로.구성된.작은.포트폴리오를.제공하고.조경.건축의.전문적인.
관행과.관련된.질문에.답해야.합니다..모든.신청자는.BC주에서.자신의.조경.건축.회사를.운영할.수.있는.능력을.입증할.준비가.
되어.있어야.합니다..이는.신청자의.등록.여부가.결정되는.기본.기준입니다...

최소한.신청자는.다음.사항에.대한.실무.지식을.입증할.준비가.되어.있어야.합니다.

• 건축업자의.담보권법

• 계약.및.건축.관리

• 캐나다.조경.기준

• 건축사(조경).법.및.그.외.BC주.법률

• BCSLA.회칙과.정책,.직업.행동.및.관행.기준

• 보험

• 공익

• BCSLA.등록.및.참여.이유

불합격.시.전화.및.통지로.알려드립니다..통지는.신청자의.약한.영역을.자세히.설명하고.실력을.향상시키는.방법에.관한.조언을.
제공합니다..신청자는.향후.실시되는.시험.초대됩니다...학습.자료는.온라인에.나와.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통과하셨다면.축하드립니다,.이제.BCSLA.등록.조경.건축사.또는.조경.건축.등록자가.되셨습니다...합격자는.
전화와.우편으로.통보되며.통지에는.계속해서.실력을.향상시키는.방법에.관한.권고.사항이.나와.있을.수.있습니다.

10단계

등록(BCSLA)
구술.시험에.합격하면.명부에.이름이.추가됩니다...등록.번호와.BCSLA.회원증,.캐나다.조경.건축사.협회.회원증,.그리고.
해당하는.경우.BCSLA.직인이.교부됩니다..디지털.직인도.유료로.교부됩니다..BCSLA.및.CSLA.회비.및.수수료에.
대한.청구서를.받게.됩니다..

6단계

등록 회원 신청(신청자)
신청서가.빠짐없이.작성되면.자격.
심사.위원회에서.평가합니다.

7단계

신청서 수락(BCSLA)
자격.심사.위원회에서.이사회가.신청자를.법제.시험을.위해.
심사.위원회에.출석하도록.초대할.것을.추천합니다...

8단계

심사 위원회(BCSLA)
이사회는.신청서가.수락된.신청자를.심사.위원회에.앞에.
출석하도록.초대합니다..시험은.대면.또는.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각.신청자의.요약.자료는.출석.2주.
전에.심사.위원회에.보내집니다.



있을 수 있는 신청 지연 사유
• 미비된.신청서.제출.

• 신청서에.잘못된.서류.제출.

• 정확한.수수료.미납.

•  교육.기관에서.성적.증명서를.빨리.보내지.
않았거나.불완전한.정보를.보냄.

•  신청자가.등록된.국가(들)의.규제.기관으로부터.증명서를.
받지.못하거나.늦게.도착함.

•  고용주가.추천서를.제공하지.않았거나.추천서.
정보가.불완전하거나.불만족스러움.

•  성적.증명서나.규제.기관의.등록.증명서,.고용주.추천서가.
영어로.되어.있지.않아.번역을.위해.돌려보내야.함.

•  이전.관할.지역에.등록하는.데.징계.
문제가.있거나.있었던.적이.있음.

신청서가 평가된 후 다음에 해당하면 완전히 등록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LARE를.완료해야.함.

•  신청자가.10년.이상.일하지.않아.등록.신청서가.자격.
심사.위원회에서.검토되어야.함.

등록 절차를 가속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C주.면허.인가.등록.절차는.시간이.걸리지만.절차를.가속화하기.
위해.할.수.있는.몇.가지.사항이.있습니다.

•  영어.능력.시험.점수.제출.확인.

•  절차의.각.단계에서.필요한.모든.정보를.제공하고.적절히.작성.

•  캐나다화로.적절한.수수료.납부.

•  캐나다로.오기.전에.신청서.제출.

•  이전.고용주에게.가능한.한.빨리.
영문.선언서를.제출하도록.요청.

•  모든.관련.규제.기관에.영문.증명서를.
최대한.빨리.제출하도록.요청.

•  성적.증명서를.평가받아.신속하게.BCSLA로.보내달라고.요청.

•  필수.시험을.잘.준비...LARE를.위한.워크숍이나.스터디.그룹에.
참여하면.그만한.시간과.돈을.투자할.가치가.있음..

이민.관련.질문은.해당.국가의.캐나다.영사관에.문의하거나.
캐나다.시민권.이민부.웹.사이트.www.cic.gc.ca를.보십시오..

취업.정보.및.정착을.지원하는.지역.사회.서비스.기관에.대한.
링크는.다국어 면허 인가 웹 사이트를.보십시오.

BCSLA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BC.Society.of.Landscape.Architects
#450,.355.Burrard.Street
Vancouver,.BC..V6C.2G8
전화:.(604).682-5610
이메일:.admin@bcsla.org./.office@bcsla.org..
www.bcsla.org

이.자료는.외국에서.교육.훈련을.받은.전문가를.위한.BCSLA.단계별.
면허.인가.안내서의.제2판(2021년.10월)입니다...초판은.2008년.6월에.
간행되었고.수시로.개정됩니다..

VISIT US AT WWW.BCSLA.ORG

http://www.cic.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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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BCSocietyofLandscape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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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BCS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