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전 (2013년도 기준_5년제) 변경 후 (2015년도 기준_5년제) 비고
이수구분 과목 이수구분 과목

2014년도 7월 
교과목명 변경으로 

기존 5년제에 
입학한 2013학번, 

2014학번까지 
소급적용함

학부기초 건축표현기법 학부기초 건축설계Ⅰ
학부기초 건축기초설계 학부기초 건축설계Ⅱ
학부기초 건축설계1 학부기초 건축설계Ⅲ
학부기초 건축설계2 학부기초 건축설계Ⅳ
학부기초 건축설계3 학부기초 건축설계Ⅴ(캡스톤디자인)
학부기초 건축설계4 학부기초 건축설계Ⅵ(캡스톤디자인)
학부기초 건축설계5 학부기초 건축설계Ⅶ(캡스톤디자인)
학부기초 건축설계6 학부기초 건축설계Ⅷ(캡스톤디자인)
전공필수 건축설계7 전공선택 건축설계Ⅸ(캡스톤디자인)
전공필수 건축설계8 전공선택 건축설계Ⅹ

이수 준칙
  SCH미디어랩스 / 건축학과(5년제)

1. 교육과정 이수 기준
  . 교양 교육과정 이수 기준은 아래의 표를 따라 이수한다.

교  양
대학영

어
사고와
표현

셀프리더십/
자기개발
프로젝트

진로설계
프로젝트

영어회화
1,2 인간사랑

소트프웨어
개발및활용
영역 중 택1

봉사
학습 문사철 소계

영역교양
합계필수 선택

2 2 1 1 2 2 1 1 2 14 6 9 29

    1) (14학점) : 대학영어(2), 사고와표현(2), 셀프리더십/자기개발프로젝트(1), 진로설계프로젝트(1), 
                         영어회화1(1), 영어회화2(1), 인간사랑(2), 소프트웨어개발및활용영역(1), 봉사학습(1),
                          문사철(2)
    2) 영역필수( 6학점) : 융합과 무한상상(3), 이야기 만들기(3)                  
    3) 영역선택( 9학점) : 영역 교과목 선택 및 이수시기 자율

2. 전공 교육과정 이수 기준
   가. 선/후수 교과목

 - 학부(과)기초 43학점 (‘앙뜨레프레너십인사이드 3학점 이수 포함.)
 - 최소전공 : 학과기초 43학점, 전공 필수 60학점, 전공 선택 25학점, 합계 128학점
 - 전공교육과정 : 학과기초 43학점, 최소전공 85학점, 합계 128학점
 - 복수전공 : 복수전공 예외학과
 - 졸업이수학점 : 160학점 이상

   나. 대체인정 교과목
       - 2014년 7월 기준으로 변경된 학부기초 교과목명을 2013학번부터 소급적용함

 



   . 복수전공자의 이수 기준
       - 복수전공 예외학과

   라. 편입생 및 전과생의 학점 인정 범위
       - 상기의 사항에 준하여 인정한다. 하지만 필요시에는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마. 졸업요건(기준)
       - 학과기초 및 전공 필수 과목 이수

- 160학점 이상 취득
- 건축설계Ⅸ(캡스톤디자인), 그리고 건축설계Ⅹ 또는 인턴십2 학점 이수를 거쳐 졸업 자격 인정

   
   바. 강좌개설 관련 사항
       - 건축설계Ⅰ / 건축설계Ⅱ / 건축설계Ⅲ,Ⅳ / 건축설계Ⅴ,Ⅵ,Ⅶ,Ⅷ,Ⅸ(캡스톤디자인) / 건축  
        설계Ⅹ 교과목은 반드시 분반하여 개설 함

- 컴퓨터관련 교과목(디지털미디어1,2 및 디지털프리젠테이션)은 분반하여 개설하여야 함. 
   
   사. 기타 교육과정 이수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대한 처리기준
      - 2018년도 이전 입학생들은 각 해당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