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조경융합전공 교과개편에 따른 졸업사정 안내>

1. 교과개편(2016년) 교과목이수구분 변동표                                                        

                

* 개편내용은 빨강으로 표시

개편 전 없음 개편 전 전공필수 개편 전 전공선택

개편 후 

전공필수

선택

(개편 후 신설)

LESF310 조경재료및시공
LESF313 조경공학및구조
LESF412 여가공간계획및실습

(용어변경, 전공필수 → 
전공필수선택)

LIET219 환경조경학
LIET228 조경표현기법및실습
LIET345 조경시설물설계및실습
LIET350 환경식재설계및실습

(개편 전 전공선택 → 개편 
후 전공필수선택)

LIET348 조경계획및실습
LESF401 조경관리학

개편 후 

전공선택

(개편 후 전공선택 신설)
LIET223 환경정보및계획학
LIET317 생태공학
LIET332 식물자원학
LIET354 수서생태학
LIET408 생태복원공학
LIET490 환경법규
LIET492 지역및도시계획학
ARCH205 건축과도시의이해
ARCH401 건축과행태
ARDE212 디자인표현기법
ARDE219 기초컴퓨터그래픽
ARDE313 디자인인간요소
ARDE322 디자인방법론

(개편 전 전공필수 → 
개편 후 전공선택)

LIET251 조경제도및그래픽실습

(동일)

LIET201 생태학
LIET206 물환경학
LIET230 조경사및답사
LIET235 환경GIS및실습
LIET343 조경식물학및실습
LIET349 환경영향평가
LIET368 CAD및조경설계기초실습

ARCH220 단지계획
ARCH325 도시계획및설계
ARCH402 생태건축
LESE302 환경경제학

개편 후 

폐지

(없음) (없음)
(개편 전 전공선택 → 

개편 후 폐지)
LESF400 역사경관보존및복원론
LESF303 조경공학및실습
LESF402 농촌관광계획및실습
LIET217 야생식물학
LIET231 환경곤충학
LIET331 식물생태학
LIET439 환경복원학
LIBT349 화훼과학
ARCH404 한국건축사
ARDE158 디자인론
ARDE215 디자인제시기법

2. 교육과정 이수 규정

  1) 2014학번까지 전공필수 5과목(15학점), 전공선택 7과목(21학점) 이수, 총 36학점 이수

  2) 2015학번부터 전공필수선택 9과목 중 6과목(18학점), 전공선택 6과목(18학점) 이수, 총 36학점 이수

3. 2016년도 교과개편에 따른 교과의 이수구분

  1) 2014학번 이전 학생은 개편 전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한다. 단, 2016년 교과개편에 따라 이수구분이 변동된 

교과목은 졸업사정시 가~다 항을 따라 이수구분한다.

   가. 개편 전 전공선택이었으며, 개편 후 전공필수선택인 경우 → 전공필수로 인정

   나. 개편 전 없는 교과목이었으며, 개편 후 신설된 전공필수선택인 경우 → 전공필수로 인정

   다. 개편 전 없는 교과목이었으며, 개편 후 신설된 전공선택인 경우 → 전공선택으로 인정 

  2) 2015학번 학생은 개편 후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한다. 단, 2015년에 기수강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졸업사정시 

가~마 항을 따른다. 

   가. 개편 전 전공필수이었으며, 개편 후 전공선택인 경우 → 전공필수선택으로 인정

   나. 개편 전 전공선택이었으며, 개편 후 전공필수선택인 경우 → 전공필수선택으로 인정

   다. 개편 전 전공선택이었으며, 개편 후 폐지된 교과목인 경우 → 전공선택으로 인정

   라. 개편 전 없는 교과목이었으며, 개편 후 신설된 전공필수선택인 경우 → 전공필수선택으로 인정

   마. 개편 전 없는 교과목이었으며, 개편 후 신설된 전공선택인 경우 → 전공선택으로 인정

 3) 2016학번 이후 학생은 교과개편(2016년)된 교육과정에 의해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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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조경융합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