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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2.6.7>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직무분야 중 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관 련 학 과

08 문화ㆍ예술ㆍ

디자인ㆍ방송
082 디자인

- 제품디자인기술사

- 시각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082 디자인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14 건설 중 141 건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19 섬유․의복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23 인쇄․목재․가구․공예 중 232 목재․가구․
공예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2 -

[별표 2] <개정 2012.6.7>

직무분야별 학과
직무분야: 08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직무분야: 082 디자인

관 련 학 과

3D그래픽(과ㆍ전공), 3D애니메이션(과,전공), 가구공예(과,학과,전공), 가구디자인(과,전공,학과), 가구실

내디자인과, 가구ㆍ제품디자인전공, 가구인테리어디자인(과ㆍ전공), 가구전공, 가구제품디자인전공, 가구

조형(과ㆍ전공), 가정관리·의류학과군, 가족주거학전공, 감성경험디자인제품, 감성섬유·의류마케팅계열, 

감성섬유패션전공, 건설공간디자인과, 건설교통정보과, 건축환경디자인(과ㆍ학과ㆍ계열), 게임(전공,학과,

학부), 게임, 멀티미디어공학전공, 게임, 미디어전공, 게임, 소프트웨어전공, 게임, 애니메이션학과, 게임

개발공학(과,전공), 게임공학(과,전공),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 게임기획학(과,전공), 게임디자인공학(과ㆍ

전공), 게임디자인컨텐츠표준전공, 게임디지털컨텐츠전공, 게임멀티미디어(전공,학과), 게임ㆍ멀티미디어

(공학)전공, 게임ㆍ모바일콘텐츠(학)(과ㆍ전공), 게임애니메이션(과,전공,학과,학부), 게임웨어(과,학과), 

게임제작(계열,학과,전공), 게임창작과, 게임컨덴츠제작(과·전공), 게임컨설팅과, 게임컨텐츠전공, 게임프

로그래밍학과, 게임PD전공, 공간디자인(학부,전공,학과), 공업디자인(과,전공,학과), 공연ㆍ영상무대디자

인(과전ㆍ전공), 공연의상학과, 공예(과,전공,학과,학부), 공예디자인(계열,과,학과,학부,전공,학전공), 공

예미술학과, 공예상품디자인전공, 공예조형디자인학(과ㆍ전공), 관광귀금속공예과, 관광디자인(계열,학

과), 관광멀티미디어(과·전공), 관광산업디자인과,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광고·캐릭터디자인과, 광고

그래픽디자인과, 광고기획과, 광고디자인(과,전공,학과), 광고디자인영상과,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과,전

공), 광고미디어과, 광고미디어디자인학(과,전공), 광고보도영상과, 광고사인디자인전공, 광고사진(과,전

공), 광고시각디자인(과ㆍ전공), 광고ㆍ인테리어디자인(과ㆍ전공), 광고영상과, 광고영상디자인(과,전공), 

광고전공, 광고정보과, 광고창작과, 광고출판디자인계열, 광고커뮤티케이션디자인전공, 광고케릭터전공, 

광고편집디자인전공, 광고학과, 광고홍보(계열ㆍ전공ㆍ학과ㆍ학부), 광고홍보디자인(과ㆍ전공), 광고홍보

영상학(과ㆍ전공), 광고PR(과ㆍ전공), 광고PR영상학과, 귀금속공예(과,전공), 귀금속디자인(과,전공,학전

공), 귀금속디자인가공과, 귀금속디자인세공학과, 귀금속보석공예(과ㆍ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과,학과,

전공), 귀금속세공디자인과, 귀금속세공학과, 귀금속조형디자인전공, 그래픽게임전공, 그래픽디자인(계열,

과,전공), 그래픽산업디자인과, 그래픽아츠미디어(과ㆍ전공), 그래픽아트미디어과, 그래픽애니메이션학과, 

그래픽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정보디자인전공, 그래픽패키지디자인전공, 금속공예(과,학과,전공), 금속공

예디자인(과,전공,학과), 금속금형디자인(과,전공), 금속디자인전공, 금속장식디자인전공, 금속제품디자인

과, 금속조형디자인과, 금형디자인과, 기계디자인과,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부,전공,공학과), 기계자동차

디자인학부, 기독교미술전공, 기독교인테리어디자인(과ㆍ전공), 나노바이오텍스타일공학(과ㆍ전공), 네일

디자인(과ㆍ전공), 뉴미디어(과,학과,학부,전공), 뉴미디어디자인(과,전공), 뉴미디어음악학과, 뉴테크디자

인계열, 니트디자인과, 니트패션디자인과, 다중매체미술학과, 다중매체사진영상학부, 다중매체연기ㆍ영상

학(과,전공), 다중매체영상학부, 다중매체전공, 대중소통디자인과, 도시건설디자인계열, 도시디자인(계열,

학과),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도시조경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미술학(과ㆍ전공), 도

예(과,학과), 도예·유리(과·전공), 도예디자인과, 도예산업디자인과, 도자공예학(과ㆍ전공), 도자기공예(전

공,학과), 도자디자인(학)(과,전공), 도자문화디자인학(과ㆍ전공), 도자문화학(과ㆍ전공), 도자예술(과,학

과,전공), 동양미술(학)과, 동양화(과,전공), 디스플레이/사인디자인과, 디자인(학)(과ㆍ부ㆍ전공ㆍ부), 디

자인계열학(과,부,군), 디자인공예패션학부, 디자인공예학(과,부), 디자인공학과, 디자인멀티미디어(과ㆍ전

공), 디자인미술영상학부, 디자인소재(학)(과·전공), 디자인스포츠학부, 디자인ㆍ멀티미디어전공, 디자인영

상(계열,학부), 디자인정보과, 디자인학(과,부,전공,부), 디지털건축디자인전공, 디지털게임애니메이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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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학 과

과, 디지털게임전공, 디지털공예(과ㆍ전공), 디지털관광(과ㆍ전공), 디지털광고디자인(과,전공), 디지털광

고사진과, 디지털그래픽디자인(과,전공), 디지털디자인(학)(과ㆍ전공ㆍ부ㆍ계열), 디지털디자인ㆍ건축학과, 

디지털만화과, 디지털문화콘텐츠공학(과,전공), 디지털미디어(학)(과ㆍ전공ㆍ부),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

(과,부,전공), 디지털사진, 애니메이션과, 디지털사진영상(과,전공), 디지털산업디자인(과,계열), 디지털시

각디자인과, 디지털애니메이션(과,전공,학과), 디지털애니메이션ㆍ디자인(과,학부), 디지털영상(학)(과ㆍ전

공ㆍ부ㆍ계열), 디지털영상디자인과, 디지털영상애니메이션과, 디지털전기디자인과, 디지털전자디자인과, 

디지털제품디자인(과,전공), 디지털출판미디어학과, 디지털캐릭터애니메이션전공, 디지털컨덴츠디자인(과

ㆍ전공), 디지털컨덴츠학(과ㆍ전공), 디지털컨텐츠디자인(과,전공), 디지털콘텐츠(과,전공,학과,학부), 디지

털콘텐츠디자인(과ㆍ전공), 디지털패션디자인학과, 로봇금형디자인전공, 로봇디자인전공, 리모델링(과,건

축과,인테리어계열), 리빙디자인제품, 리빙세라믹디자인(과), 만화(학)(과ㆍ전공ㆍ부), 만화/캐릭터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과ㆍ전공ㆍ학부), 만화사진영상과, 만화ㆍ게임영상학부, 만화ㆍ영상디자인학전공, 만화

ㆍ영상애니메이션(과ㆍ전공), 만화애니메이션(과,전공), 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과,전공), 만화영상(학과,전

공,학부), 만화영상디자인(전공,학전공), 만화영화과, 만화예술(과ㆍ전공ㆍ학과ㆍ학부), 만화일러스트레이

션(과ㆍ전공), 만화창작(과,전공), 만화콘텐츠전공, 매체예술(과ㆍ부ㆍ전공), 멀티광고디자인(학과,전공), 

멀티디자인학(과ㆍ전공), 멀티미디어(계열ㆍ공학(과ㆍ전공)ㆍ공학부, 멀티미디어/웹디자인전공, 멀티미디

어디자인(계열,과,전공,학부), 멀티미디어방송과, 멀티미디어ㆍ게임공학전공, 멀티미디어정보처리전공, 멀

티미디어컨텐츠(과,전공), 멀티미디어콘텐츠(과,전공), 멀티미디어학(과,학부,전공), 멀티뷰티디자인과, 멀

티산업디자인(과,계열), 멀티영상디자인전공, 메이크업(과ㆍ전공), 메이크업분장(과ㆍ전공), 메이크업아트

(과,부,전공), 메이크업코디과, 모델,스타일리스트전공, 모션그래픽과, 목가구디자인전공, 목공예전공, 목

조형가구디자인학과, 목조형가구학(과,전공), 목칠·섬유공예전공, 무대디자인(전공,학과), 무대미술전공, 

무대연출과, 무대의상(과ㆍ전공), 무대의상디자인전공, 무대조명ㆍ음향(과ㆍ전공), 문화공예품개발학전공, 

문화산업공예디자인전공, 문화산업디자인(과,전공), 문화상품디자인(과,전공), 문화아트디자인전공, 문화

영상디자인과, 문화이벤트디자인학전공, 문화정보디자인전공, 문화조형(학부,디자인전공), 문화컨텐츠.이

벤트디자인전공, 물류포장학과, 미디어디자인(계열,전공), 미디어디자인(학부,컨텐츠학부), 미디어미술과, 

미디어사진과, 미디어아트디자인과, 미디어영상(과,학과,학부), 미디어영상학(과,부), 미디어콘텐츠(과ㆍ전

공), 미래형게임, 미술(과,전공,학과,학부), 미술경영학(과ㆍ전공), 미술교육(과ㆍ전공ㆍ학과), 미술디자인

학부, 미술만화(과ㆍ전공), 미술산업디자인(학부,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미술창작학과, 미술치료교육

사전공, 미술컨텐츠(과·전공), 미술학과(이론전공), 미용과학과, 미용디자인전공, 미용분장학(과ㆍ전공), 

미용예술계열, 미용예술학(과,전공), 미용패션학부, 미용학(과·전공), 반도체물리(과ㆍ전공), 방송·영화그래

픽(과,전공), 방송무대디자인(과,학과,전공), 방송스타일리스트(과·전공), 방송영상(학)(과ㆍ전공ㆍ부ㆍ계열

ㆍ과군), 방송영상디자인과, 방송코디네이션디자인(과·전공), 벤처창업디자인과, 보석감정디자인과, 보석

귀금속감정디자인학과, 보석귀금속디자인(과,계열), 보석디자인과, 복식디자인전공, 북디자인과어린이(과

ㆍ전공), 불교미술전공, 불교시각디자인전공, 불교회화전공, 뷰티건강관리학(과,부,전공), 뷰티디자인(계열 

과,전공,학과,학부), 뷰티미용(학)과, 뷰티스타일디자인전공, 뷰티스타일리스트(과,학과,전공), 뷰티아트(과

ㆍ전공), 뷰티아트디자인(과,학과,전공), 뷰티케어(과,전공), 뷰티코디네이션(과,전공), 뷰티코디네이트디자

인학과, 브랜딩디자인전공, 비주얼디자인계열, 비주얼매니지먼트, 비주얼아이덴티티디자인, 비주얼컨텐츠

디자인전공, 비쥬얼디자인학전공, 비쥬얼커뮤니케이션전공, 사업제품디자인과, 사인광고디자인과, 사진

(학)(과ㆍ전공), 사진·만화애니메이션전공, 사진디자인전공, 사진ㆍ애니메이션학부, 사진영상(과ㆍ전공ㆍ

학부), 사진영상공학(과), 사진영상디자인(학과,학부), 사진영상매체과, 사진영상미디어(과,전공,학과), 사

진영상애니메이션학전공, 사진예술(과,전공,학과), 사진정보공학(과,전공), 산업공예(학)(과ㆍ전공), 산업공

예디자인(과,전공,학과), 산업도자기디자인(과ㆍ전공), 산업디자인(학)(과ㆍ전공ㆍ부ㆍ(정보)계열), 산업미

술(과,전공,학과), 산업시스템정보학과, 산업인터랙션디자인학(과ㆍ전공), 산업정보디자인(과,계열,학과,학

부), 산업제품디자인(과,전공), 상업디자인(과,전공), 색채디자인((학)과, 전공), 색채산업디자인(과·전공), 

생명환경디자인전공, 생산디자인공학(과,전공), 생활가구디자인과, 생활도예(과·전공), 생활디자인(학)(과

ㆍ전공), 생활미술(과,학과), 생활섬유패션전공, 생활장식디자인(과,전공), 생활제품디자인전공, 생활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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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과, 생활조형학부, 생활환경디자인(학)(과,부), 생활환경복지·의류학과군, 샵(shop)디자인과, 서양

의상전공, 서양화(과,학과,전공), 서예(학)(과,전공), 섬유공예(전공,학과), 섬유공학(과,부,전공), 섬유디자

인(학)(과,전공), 섬유디자인공학전공, 섬유미술(학)(과ㆍ전공), 섬유미술ㆍ패션디자인과, 섬유및패션정보

공학부, 섬유비즈니스(과·전공), 섬유산업디자인학과, 섬유산업학(과ㆍ전공), 섬유실용디자인전공, 섬유ㆍ

패션디자인전공, 섬유예술(학)(과ㆍ전공), 섬유의상코디(과ㆍ전공), 섬유조형디자인전공, 섬유패션(전공,계

열), 섬유패션공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과,부,전공,계열), 섬유패션산업계열, 섬유패션코디네이션전공, 

섬유패션학부, 섬유패션학부(섬유공학), 섬유패션학부(의류패션), 세라믹디자인전공, 세라믹아트디자인전

공, 세트디자인학과, 소비자주거학과, 소재디자인공학(과ㆍ전공), 순수미술학(전공,부), 슈즈디자인(과ㆍ전

공), 스타일리스트과, 스타일링·디스플레이(과·전공), 스페이스디자인학전공, 스페이스컨텐츠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학)(과ㆍ전공ㆍ계열), 시각디자인·애니메이션과, 시각디자인문화상품전공, 시각디자인ㆍ문화컨

텐츠학부, 시각디자인ㆍ실내디자인ㆍ애니메이션전공, 시각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계열), 시각미디어디자

인(과,전공), 시각미디어전공, 시각ㆍ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시각ㆍ애니메이션디자인전공, 시각ㆍ패키지디

자인전공, 시각영상디자인(학)(과,부,전공,계열), 시각영상콘텐츠(과ㆍ전공), 시각예술과, 시각정보디자인

(학)(과,부,전공,계열), 시각정보미디어전공,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전공), 시각커뮤니케이션학전

공, 시각환경디자인(과ㆍ전공), 시간영상디자인전공, 시간예술(과,부,전공), 시계ㆍ정보기계디자인전공, 시

계주얼리(과,전공), 시작/도예디자인전공, 식공간연출과, 식물응용과, 신발과학(과ㆍ전공), 신발디자인및마

케팅학(과,부,전공), 신발디자인전공, 신발신소재및설계학(과,부,전공), 신발ㆍ네일디자인(과ㆍ전공), 신발

패션산업(과ㆍ전공), 실내가구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ㆍ전공ㆍ부), 실내디자인공학과, 실용미술(과,

전공), 실용미술디자인(과ㆍ전공), 실용예술학부, 실크패션학(과ㆍ전공), 아동미술(학)(과,전공), 아동미술

디자인전공, 아동미술보육(과ㆍ전공), 아동보육미술(과ㆍ전공), 아동조형미술과, 아트퍼니처디자인, 안경

디자인(과,전공), 안경디자인공학과, 애니매이션(과,전공,계열), 애니메이션게임과, 애니메이션디자인(과,

전공,계열), 애니메이션미디어와테크닉, 애니메이션ㆍ제품디자인(과ㆍ전공), 애니메이션영상정보학과, 애

니메이션영화과, 애니메이션콘텐츠학과, 애니메이션프로덕트인터렉션전공, 애니메이션학(과,부,과군), 액

세서리디자인전공, 어린이디자인, 에듀미디어디자인과, 에듀테인먼트디자인(과ㆍ전공), 엔지니어링디자인

전공, 엔터테인먼트디자인(과ㆍ전공), 연극학과(디자인및기술전공), 연예패션스타일리스트(과ㆍ전공), 염

직디자인과,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전공, 영상그래픽과, 영상디자인(학)(과,전공,계열), 영상만화(과,전

공), 영상미디어(과,전공,학과), 영상미디어디자인전공, 영상미술학과, 영상사진디자인계열, 영상애니메이

션(학)(과,전공),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전공, 영상영화전공, 영상정보(과,전공), 영상제작(과,계열), 영상학

(부,전공), 영화방송애니메이션과, 영화세트제작(과,학과,전공), 영화애니메이션전공, 영화영상(학)(과ㆍ전

공ㆍ부), 영화영상그래픽과, 영화영상디자인계열, 예술디자인학부, 예술학부(디자인전공), 옥외광고디자인

과, 요업디자인(전공,학과), 운송기기디자인전공, 웨딩뷰티패션과, 웰빙테라피(과·전공), 웹·편집디자인(과·

전공), 웹디자인(과,전공), 웹디자인매니지먼트과, 웹스타일리스트(과,전공), 웹애니메이션전공, 웹콘텐츠

디자인, 유아교구디자인((학)과ㆍ전공), 응용만화전공, 응용미술(학)(과ㆍ전공), 응용미술교육과, 응용회화

과, 의료뷰티학(과ㆍ전공), 의료홍보디자인학(과ㆍ전공), 의류.식품.생물공학부, 의류디자인학전공, 의류마

케팅전공, 의류산업학과, 의류상품학과, 의류식품생물공학부, 의류식품영양학과군, 의류신소재공학부, 의

류직물과, 의류직물학(과,전공), 의류패션(학)(과,부,전공), 의류패션산업전공, 의류학(과,부,전공), 의류환

경(전공,학과), 의상(학)(과ㆍ전공), 의상·텍스타일학부, 의상디자인(학)(과,전공,계열), 의상섬유학부, 의상

아동식품영양학과군, 의상텍스타일리스트학부, 이벤트과,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 인쇄과, 인쇄미디어정

보과, 인쇄정보공학(과,전공), 인쇄정보미디어(학)과, 인터넷디자인학부, 인터넷만화과, 인터넷미디어(과·

전공), 인터렉션&모션그래픽스, 인테리어광고디자인(과·전공), 인테리어디스플레이과, 인테리어디자인

(학)(과,전공), 인테리어디지털디자인과, 인테리어리빙디자인과, 인테리어산업디자인(과,전공), 인테리어상

품디자인(과,전공), 인테리어세라믹아트전공, 인테리어장식디자인과, 인테리어제품디자인과, 인테리어조형

디자인학부, 인테리어코디디자인과, 인테리어패션디자인((학)과,전공), 인포메이션기반의디자인, 일러스트

레이션, 카툰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 입체미술전공, 자동차기계디자인과, 자동차디자인(학과,전공), 자

율전공, 장식미술과, 장신구디자인(과,전공), 장신구ㆍ금속디자인학(과ㆍ전공), 전시디자인(과,전공),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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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공, 전자책디자인, 전통도예전공,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복식디자인과, 전통의상과, 전통종교미

술학과, 전통패션문화전공, 정보디자인(과,학부,계열), 정보미디어(학)(과,부,전공,과군), 정보사인디자인

(과·전공), 정보산업디자인과, 정보지식디자인, 정보컨텐츠디자인전공, 정보편집디자인(과ㆍ전공), 제품디

자인(학)(과,전공), 제품디자인공학과, 제품및환경디자인전공, 제품시스템디자인학전공, 제품ㆍ실내디자인

전공, 제품응용모델링전공, 제품인터랙션디자인(과·전공), 제품환경디자인전공, 제화공업과, 제화패션산업

(과,부,전공), 조경(학)(과ㆍ전공), 조경디자인학전공, 조명디자인과, 조소전공, 조형디자인(학과,전공,학

부,학과군,계열), 조형미술, 조형ㆍ디자인학부, 조형예술학(과,부,전공), 조형일러스트레이션(과ㆍ전공), 

조형정보디자인과, 조형학(과,부,전공), 조형학군산업디자인학과, 종교미술학부, 주얼리디자인전공, 주얼

리텍스타일(과·전공), 쥬얼리금속디자인과, 쥬얼리디자인과, 쥬얼리보석디자인(과,전공), 쥬얼리악세사리

디자인전공, 지속가능한제품디자인, 직물디자인전공, 창업디자인학과, 창의적드로잉(과ㆍ전공), 채화과, 

출판과, 출판디자인(과,전공), 출판만화전공, 출판미디어(과ㆍ전공), 출판미디어디자인전공, 출판인쇄과, 

출판정보미디어과, 출판편집과, 출판편집디자인전공, 칠공예디자인(학)전공, 칠공예전공, 카툰코믹스전공, 

캐드그래픽스과, 캐릭터광고디자인과, 캐릭터디자인(과,학과,전공), 캐릭터산업디자인(과,전공), 캐릭터상

품개발학과, 캐릭터시각디자인전공, 캐릭터애니메이션(과,전공),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과,전공), 캐릭

터컨텐츠(전공,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부,전공,계열), 커뮤니케이션학(과,전공), 컨텐츠ㆍ디자인

학부, 컬러과학(과ㆍ전공), 컬러리스트전공, 컴퓨터게임(개발)과, 컴퓨터게임(학)(과,전공), 컴퓨터광고디

자인(과,부,전공), 컴퓨터그래픽(스)(과,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부,전공), 컴퓨터그래픽편집디자

인학(과ㆍ전공), 컴퓨터그래픽학(과,전공), 컴퓨터디자인(학)(과,부,전공,계열), 컴퓨터문화산업계열, 컴퓨

터산업디자인과, 컴퓨터시각디자인전공, 컴퓨터애니메이션(과,전공), 컴퓨터영상디자인계열, 컴퓨터정보디

자인학부, 컴퓨터제품디자인과, 컴퓨터텍스타일디자인과, 컴퓨터튜닝(과ㆍ전공), 코디네이션광고디자인(과

ㆍ전공), 코티네이션디자인계열, 콘텐츠디자인(과·전공), 크래프트디자인과, 크래프트코디디자인과, 크로

스디자인계열, 크리에이티브U, 테마파크디자인과, 테크노디자인과, 테크노미디어디자인학과, 테크노신발

과학(과ㆍ전공), 텍스타일&메탈디자인(과ㆍ전공), 텍스타일디자인(과,전공), 텍스타일미디어디자인과, 텍

스타일시스템공학(과,전공), 텍스타일시스템과, 텍스타일아트(과ㆍ전공), 텍스타일컬러(과·전공), 텍스타일

컬러테크닉과, 텍스타일코디(과,전공), 텍스타일코디네이션(과,전공), 토이캐릭터디자인(과ㆍ전공), 토탈디

자인학부, 토탈코디네이션과, 토탈패션(과,계열), 토탈패션디자인(과,전공), 토탈패션비즈니스과, 트리콜로

지학(과,부,전공), 특수영상디자인(과ㆍ전공), 파티디자인(과ㆍ전공), 판화(과ㆍ전공), 패브릭디자인(과·전

공), 패션(학)(과ㆍ전공ㆍ부), 패션·그래픽디자인학부, 패션·제품디자인과, 패션계열, 패션과디자인, 패션

디자인(과ㆍ전공ㆍ계열), 패션디자인·실내환경디자인학과군, 패션디자인·이벤트과, 패션디자인및머천다이

징(과ㆍ전공),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전공), 패션디자인산업학(과,전공), 패션디자인섬유공학과, 패션디

자인ㆍ산업과, 패션디자인ㆍ코디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전공), 패션디자인주거환경디자인학과군, 패션디

자인학(과,부,전공), 패션마케팅(과,전공), 패션메이킹과, 패션뷰티(전공,학부), 패션뷰티디자인(과,학과), 

패션뷰티코디네이션과, 패션비즈니스학(과ㆍ전공), 패션비지니스과, 패션산업(학)(과ㆍ전공ㆍ부), 패션산

업디자인(과,계열), 패션섬유디자인계열, 패션섬유산업과, 패션소재디자인과, 패션소재산업(과·전공), 패션

소재산업전공,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 패션스페셜리스트(과·전공), 패션ㆍ뷰티디자인학부, 패션ㆍ제품디자

인(과,전공), 패션악세사리디자인과, 패션액세서리학과, 패션연출디자인(과·전공), 패션웨딩이벤트(과,전

공), 패션의류학과, 패션조형디자인학과, 패션쥬얼리디자인학과, 패션코디네이션전공, 패션코디디스플레

이과, 패션코디컬러리스트(과·전공), 패션코스튬디자인, 패션텍스타일과, 패션텍스타일디자인전공, 팬시디

자인전공, 팬시캐릭터(전공,과), 팬시프로덕트디자인전공, 퍼니처디자인전공, 편집디자인과, 포장디자인

(과,전공), 표면장식디자인과, 푸드디자인, 푸드스타일리스트(과,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푸드코디네이션

(과·전공), 프로덕트디자인(학)전공, 프로덕트컨텐츠디자인전공, 프로세스디자인공학전공, 플라워디자인

(과,학과), 플로랄디자인((학)과,전공), 플로리스트과, 피부관리심화전공, 피부관리학(과·전공), 피부미용디

자인과, 피부미용(과ㆍ전공), 하이테크디자인과, 한국복식과학(학)(과ㆍ전공), 한국복식그래픽학전공, 한국

의상디자인전공, 한국화·서양화·조소전공, 한국화과한국화전공, 한국화학과, 한국회화(과ㆍ전공), 한글타

이포그래피, 한방피부미용학(과ㆍ전공), 한옥문화산업(과ㆍ학과ㆍ전공), 한지문화산업학(과ㆍ전공), 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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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과,전공), 헤어디자인전공, 헤어메이크업(과ㆍ전공), 헤어뷰티(과·전공), 헤어아트(과·전공), 현대공예

학과, 현대미술전공(과·전공), 형성디자인전공, 호텔광고디자인(과·전공), 호텔조리ㆍ외식학전공, 호텔푸드

코디네이터(과ㆍ전공), 홈인테리어디자인과, 홍보디자인학(과ㆍ전공), 화예디자인학(과·전공), 화예학(과,

전공), 화장품(학)(과ㆍ전공ㆍ부ㆍ계열), 화장품과학(과ㆍ전공ㆍ부ㆍ군), 화장품약리(학)(과ㆍ전공), 화훼디

자인과, 화훼장식과(전공), 화훼조형학(과·전공), 환경그린디자인학(과ㆍ전공), 환경디자인(과,전공), 환경

디자인(학)(과,전공), 환경디자인공학부, 환경원예디자인학(과,전공), 환경조각(과,학과,전공), 환경조경

(학)(과,전공), 환경조경디자인과, 환경조형(과,계열), 회화(학)(과,전공,부), 회화·산업디자인학(전공,부), 

회화·판화전공, 회화·판화전공회화과, 회화ㆍ디자인(전공,학부), CAD/그래픽스전공, CAD/제품디자인(과·

전공), CAD그래픽스과, CAD디자인전공, CF(과ㆍ전공), CF제작(과ㆍ전공), E-패션디자인계열, IT디자인

계열자율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