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조형학부 수강신청 유의사항

1.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공공디자인’ 과목의 학수 번호와 시수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어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2019학년도 전공관련교양 개편으로 인하여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전공관련교양 6과목 폐지에 유의하시어 수강신청 하
시기 바랍니다.

* 전공관련교양 과목폐지 해당 6과목

3. 2019학년도 전공관련교과목 개편으로 인하여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유사교과목 목록표를 참조하시어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교과목 목록표

학수번호 과목명

ARDE114 세계미술개론

ARDE115 현대디자인의이해

ARDE119 한국미술걸작개론

ARDE151 미술감상

ARDE168 디자인지식재산권

ARDE185 한국미술사

현행 교육과정 (~2018학년 1학기) 신 교과과정 (2019학년 2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 명 학점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 명 학점

전공선택 ARDE217 3D컴퓨터그래픽 3 전공선택 ARDE285 3D그래픽스 3

전공선택 ARDE257 드로잉실기 3 전공필수 ARDE286 선묘와 드로잉 3

전공선택 ARDE283 입체 기초조형 3 전공선택 ARDE288 기초매체연구 3

전공선택 ARDE264 판화연구 3 전공선택 ARDE289 현대미술워크샵 3

전공선택 ARDE261 현대벽화연구 3 전공선택 ARDE292 전통회화연구I 3

전공선택 ARDE369 한국화-채색I 3 전공필수 ARDE293 전통회화연구II 3

전공선택 ARDE367 회화기법연구 3 전공선택 ARDE290 회화STUDIO I 3

전공선택 ARDE266 회화와 아이디어 3 전공선택 ARDE291 회화STUDIO II 3

전공선택 ARDE256 영상과 사진 3 전공선택 ARDE298 미디어와 공간 3

전공선택 ARDE262 매체와 표현 3 전공선택 ARDE378 현대창작실기 I 3

전공선택 ARDE363 수묵의현대적모색 3 전공선택 ARDE373 현대창작실기 II 3

전공선택 ARDE364 입체조형STUDIO 3 전공선택 ARDE370 신조형 I 3

전공선택 ARDE366 환경조형 3 전공선택 ARDE377 신조형 II 3

변경 전 변경 후

ARDE327 공공디자인(3학점/4시수) ARDE329 공공디자인(3학점/3시수)



4. 기본전공 이수학점 안내 (2014학번 이후 적용)

5. 학부 / 전공 별 졸업요구 조건

㉧ 산업정보디자인전공

•  졸업작품은 졸업전시회에 출품 및 전시되어야 함.

•  졸업전시회 출품을 위하여 졸업작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  졸업작품을 위하여서는 졸업작품 과목인 제품시스템디자인(종합설계), 제품개발(종합설계)을 선수강하고, 졸업연구(종합설계)를 수  
   강하여야 함.

•  졸업작품 전시 의무는 타전공을 제2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 및 이중전공, 복수전공자 에게도 모두 해당됨.

•  상기 졸업작품 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 졸업전시회 출품 자격을 취득하려면 4학년 과정 진입 직전 학기까지 1학년 개설 전공과  
   목을 제외하고 산업정보디자인전공에서 개설한 전공 과목 중 1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편입(일반/학사)자는 별도의 이수지정 과목표에 따라 지도교수 혹은 담당교수가 판단하여 해당 자격  
   을 부여함.

•  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하고 졸업작품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 자격을 득하여야  
   함.

㉧ 조형미술전공

•  졸업작품은 졸업전시회에 출품이 필수이고, 디자인조형학부 교수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 함.

•  졸업전시 관련 전공필수과목인 한국화스튜디오I(전공필수, ARDE435)을 이수 또는 이수중일 경우 졸업전시 출품 자격 취득이 가  
   능함.

•  졸업작품 전시의무는 타전공을 제2전공으로 하고자하는 학생 및 이중전공, 복수전공자에게도 모두 해당됨.

•  졸업전시회 출품자격을 취득하려면 4학년 과정 진입직전 학기까지 1학년 개설 전공과목을 제외하고 조형미술전공에서 개설한   
   과목 중 1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폐지과목인 설치미술(전공필수, ARDE365)을 미이수시 신조형II(전공선택, ARDE377)의 이수로 대체 인정한다.

•  현대회화기법(전공필수, ARDE343) 또는 한국화Ⅱ-색채기법(전공필수, ARDE338)미이수로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주임 교수와 상  
   담하여 조형미술전공의 전공선택과목 이수 시, 전공필수로 대체 인정함(단, 17학번 이전 학번에 한함). 

•  전공필수과목 3학점만이 부족하여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드로잉실기(전공선택, ARDE257) 과목을 전공필수 과목으  
   로 인정함(단, 17학번 이전 학번에 한함). 

•  전공필수과목 3학점만이 부족하여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드로잉실기(전공선택, ARDE257) 과목을 전공필수 과목으  
   로 인정함(단, 17학번 이전 학번에 한함). 

•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편입(일반/학사)자는 별도의 이수지정 과목표에 따라 지도교수 혹은 담당교수가 판단하여 해당 자격  
   을 부여함.

•  이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주임교수와 상담하고 졸업작품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 자격을 득하여야  
   함.

•  입학년도(~2018) 교과과정표에 전공필수로 지정되어있는 설치미술(ARDE365) 과목은 2019년 2학기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설치미  
   술(전공필수)을 미이수한 학생은 신조형Ⅱ(ARDE377)를 필수로 대체 이수.

6. 수강신청기간에는 디자인조형학부생이(이중,부,복수전공 포함) 먼저 학년제한에 따라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개강 후 학년별 정정
기간에 과목에 따라 학년제한 해제됩니다. 그 이후 전체정정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7. 기타 수업 관련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은 디자인조형학부 홈페이지 http://and.korea.ac.kr 에서 확인바랍니다.

구분(전공)

전공필수

(1학년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학점) 계

디자인 21 21 42

조형 24 18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