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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명 학과명 주요 전공 교과목 입학상담전화 학교 홈페이지

동
부

송곡관광고
조리과학과 서양조리, 한국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급식관리, 제과제빵,

02-434-5627 www.sgi.hs.kr
호텔관광과 호텔식음료서비스 실무, 관광일반, 호텔객실 서비스 실무, 바리스타/바텐더, 관광중국어, 관광일본어

이화여대병설 
미디어고

국제경영과 상업경제, 국제상무, 금융일반, 회계실무, 사무행정

02-2209-0146 www.ewhamedia.hs.kr영상정보과 광고콘텐츠제작, 영화콘텐츠제작, 컴퓨터그래픽, 실용사진, 사무행정

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 색채관리,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캐릭터제작

정화여자상업고

부사관과 군대윤리, 부사관실무, 태권도, 군리더십, 사무행정

02-960-1495~6 www.jeonghwa.hs.kr
병원사무관리과 공중보건, 병원코디네이터, 의료업무일반, 건강보험실무, 병원행정실무

사회복지사무관리과 복지와 사회, 복지경영일반, 복지서비스의 기초, 사회복지시설의 이해, 사무관리

뷰티디자인과 미용의 기초,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미용

해성국제
컨벤션고

컨벤션경영과 금융일반, 회계실무, 세무실무, 비즈니스 영어, 마이스 실무 070-8786-1350

www.haesung.hs.kr컨벤션영어과 토익실무, 비즈니스 영어, 관광중국어, 회계실무, 마이스 실무 070-8786-1360

국제전시경영과 국제상무, 토익실무, 비즈니스 영어, 회계실무, 마이스 실무 070-8786-1366

휘경공업고

컴퓨터응용기계과 기계기초공작, 제도, 밀링가공, 선반가공, 컴퓨터활용생산 070-8630-9904

www.hgt.hs.kr

기계설비과 피복아크용접, 컴퓨터활용생산, 선반, 기계기초공작, 전문제도 070-8630-9914

자동차과 자동차기관정비, 자동차섀시정비, 자동차전기정비, 자동차도장, 자동차차체수리 070-8630-9929

전기제어과 전기기기, 전기설비, 내선공사, 전기회로, 기초제도 070-8630-9923

디지털전자과 전기전자기초, 디지털 논리회로, 정보통신기기 하드웨어개발, 전자부품 생산, 프로그래밍 070-8630-9946

건설교통과 측량(측량실습), 토목설계(설계실습), 토목재료(재료실습), 토목기초(토목기초실습) 070-8630-9934

서
부

동명여자
정보산업고

아동산업마케팅과 사무행정, 회계정보처리시스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영어, 총무 및 인사 02-383-2628 
(내선 247)

www.dmgii.hs.kr
영유아보육과 영·유아 놀이지도, 영·유아 교수방법,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지도, 보육원리와 보육교사, 아동생활지도

서울디자인고

패션액세서리디자인과 제품디자인, 패션소품디자인과 생산, 컴퓨터그래픽, 제품3D모델링, 일러스트레이션 070-8662-6019

www.seodi.hs.kr

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의 실제, 서양의복구성과 생산, 070-8662-6044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출판편집, 컴퓨터그래픽, 색채관리,  조형 070-8662-6031

영상디자인과 광고콘텐츠제작, 방송콘텐츠제작, 디자인일반, 조형 070-8662-6028

3D 건축 인테리어과 건축일반, 건축구조, 건축계획, 실내디자인, 건축도면해석과 제도 070-8662-6055

푸드스타일디자인과 한국조리, 서양조리, 제과, 시각디자인, 색채관리 070-8662-6039

사운드뮤직디자인과 음악이론, 음악전공실기, 합주, 음악콘텐츠제작, 시창·청음 070-8662-6026

선일
이비즈니스고

마케팅경영과 마케팅과광고, 전자상거래실무, 총무, 세무실무, 회계실무

02-353-0453 www.ebiz.hs.kr
스마트금융회계과 금융일반, 손해사정, 창구사무, 증권금융시장, 회계실무

글로벌무역과 비즈니스영어, 수출입관리, 물류관리, 국제상무, 전자상거래실무

디자인콘텐츠과 컴퓨터그래픽, 시각디자인, 디자인일반, 디지털디자인, 웹디자인

선정
국제관광고

국제항공여행과 항공운항기초실무, 여행서비스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관광 영어

02-3156-1652 www.sjt.hs.kr호텔컨벤션과 호텔객실서비스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여행서비스실무, 마이스일반, 관광 영어

국제의료관광간호과 관광일반, 간호의 기초, 기초간호임살실무, 보건간호일반, 요양지원

세명컴퓨터고

스마트보안솔루션과
응용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네트워크프로그래밍,컴퓨터보안(보안 위협 관리통제),  
컴퓨터보안(디지털 포렌식 프로세스)

02-353-5432 www.smc.hs.kr디바이스소프트웨어과 전자회로, 프로그래밍, 디지털논리회로,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프로그래밍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응용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자료구조(알고리즘), 머신러닝(기계학습), 빅데이터 분석

게임소프트웨어과 응용프로그래밍, 게임콘텐츠제작, 스마트 문화 앱콘텐츠 제작,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가상현실 콘텐츠제작

신진
과학기술고

건설정보과 건축일반, 건축도면해석과제도, 측량, 공간정보구축, 지적

02-385-3451(203) www.shinjin.hs.kr
자동차과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섀시정비, 자동차전기전자정비, 자동차도장, 자동차차체정비

기계과 기계기초공작, 기계요소설계, 컴퓨터활용생산, 밀링가공

시스템제어과 자동화설비, 프로그래밍, 전기전자기초, 자동제어기기제작, 기계제어설계

예일디자인고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출판편집, 상업디자인 실무, 디자인일반

02-380-0865 www.yale-dh.hs.kr
웹콘텐츠디자인과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게임콘텐츠제작, 웹디자인, 프로그래밍

패션·스타일과 패션디자인의 실제, 서양의복구성과 생산, 의류재료관리

3D공간제품디자인과 실내디자인, 제품디자인, 3D프린터용 제품제작, 디자인제도, 컴퓨터그래픽

은평
메디텍고

건강조리과 한식조리,양식조리,일식조리,중식조리,제과,제빵,바리스타

070-4020-6826 www.eunpyeong.hs.kr
보건간호과 기초간호임상실무,간호의 기초,요양지원, 공중보건,보건간호일반

의료정보시스템과 공업일반,네트워크프로그래밍, 디지털논리회로,의공학입문,초고속망서비스관리운용,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의료전자기기과 전기전자기초,전자회로,디지털논리회로,PCB설계,전자기기소프트웨어개발

한세
사이버보안고

게임과 게임디자인, 게임기획, 게임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02-362-0130~2 www.hansei.org네트워크보안과 컴퓨터보안, 네트워크구축,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컴퓨터네트워크

해킹보안과 정보보호관리, 네트워크구축,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컴퓨터네트워크

홍익디자인고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캐릭터제작, 제품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색채관리

02-3140-1257 www.hid.hs.kr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캐릭터제작, 제품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제도

남
부

덕일전자공업고
전자과 디지털논리회로, 전자회로, 전기전자측정, 임베디드시스템제어

02-2613-2762 www.deogil.hs.kr
정보통신과 컴퓨터구조, 프로그래밍, 정보통신, 시스템관리 및 지원, 임베디드시스템제어

동일
여자상업고

무역금융과 금융일반, 증권금융시장, NCS창구사무, NCS수출입관리, NCS원산지관리

02-807-6333 www.dongil-cd.hs.kr

세무회계과 회계원리, 회계정보처리시스템, 세무회계일반, NCS세무실무, NCS회계실무, 기업자원통합관리(ERP)

관광경영과 NCS 바리스타, NCS 제과제빵, NSC 여행서비스실무,

베이커리과 NCS제빵, NCS제과,  NCS 서양조리, NCS 바리스타, 식품과 영양

디자인비즈니스과 시각디자인(NCS), 출판편집(NCS), 색채디자인, 색채관리

미디어콘텐츠과 영상제작기초, 방송콘텐츠제작(NCS),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NCS), 디지털디자인(NCS), 색채관리

서서울
생활과학고

국제정보과학과 컴퓨터시스템일반, 상업경제, 사무행정, 회계정보처리시스템, 전자상거래실무

02-2613-5273 www.ssls.hs.kr

국제관광외식조리과 여행서비스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한국조리, 서양조리, 제과제빵

시각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 조형, 색채관리, 드로잉, 시각디자인

실용음악과 음악이론, 시창청음, 합주, 음악전공실기, 음악컨텐츠제작

생활체육과 육상운동, 체조운동, 단체운동, 체육전공실기, 스포츠경기체력

국제뷰티아트과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미용, 미용의 기초

국제조리과학과 한국조리, 서양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제과제빵

예림디자인고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출판편집, 디자인일반, 컴퓨터그래픽, 색채관리

02-2617-2332 www.yerim.hs.kr
콘텐츠디자인과 광고콘텐츠제작, 영상제작기초, 컴퓨터그래픽 ,조형, 캐릭터 제작

만화애니메이션과 만화콘텐츠제작, 미디어콘텐츠일반,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캐릭터 제작, 조형

패션스타일리스트과 의복구성의 기초, 패션디자인의 기초, 비주얼머천다이징, 패션 상품 유통 관리, 패션디자인의 실제

유한공업고

자동화시스템과 기계일반, 기계기초공작, 기계제도, 밀링가공, 기계요소설계

02-2610-0973 www.yuhan.hs.kr로봇전기자동화과 전기회로, 로봇제작, 프로그래밍, 전기설비, 디지털논리회로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일반, 실내디자인, 건축목공시공, 건축기초실습

한강미디어고

방송기술과 시나리오, 방송일반,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방송 콘텐츠 제작(NCS),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NCS)

070-8852-1463 www.hangang-ech.hs.kr
산업디자인과 조형, 시각디자인(NCS), 캐릭터제작(NCS), 제품디자인(NCS), 출판편집(NCS)

사진영상과 기초촬영, 영상제작기초, 실용사진(NCS), 광고콘텐츠제작(NCS), 출판편집(NCS)

웹미디어콘텐츠과 디자인일반, 프로그래밍, 기초촬영,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NCS), 광고콘텐츠제작(NCS)

북
부

경기
기계공업고

자동화기계과 선반가공, 밀링가공, 컴퓨터활용생산(CNC선반, 머시닝센터), 기계요소설계, 도제식 산업체 현장교육

02-2289-1690 www.ggmt.hs.kr

하이텍융합기계과 밀링가공, 3D프린터 개발, 컴퓨터활용생산, 기계요소설계, 자동제어 시스템 운용, 도제식 산업체 현장교육

스마트설비과 배관시공,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산업안전제철과 금속재료 신뢰성시험, 제선, 제강, 압연, 산업환경보건

메카트로닉스과 자동화설비, 전자기계이론, 기계수동조립, 기계요소설계, 기계소프트웨어개발

기계설계과 기계요소설계, 사출금형설계, 3D프린터운영, 도제식 산업체 현장교육

항공드론과 항공기 일반, 소형 무인기 정비, 통신 일반

전기제어과 내선공사, 자동제어기기제작, 전기기기제작

컴퓨터전자과 산업용전자기기기구개발, 가전기기기구개발, 전자응용기기기구개발

광운
전자공업고

컴퓨터전자과 디지털논리회로, 프로그래밍, 전자회로, 정보통신기기개발, 전자기기개발

02-915-2605 www.kwangwoon.hs.kr

전자융합과
전자회로, 응용 SW 엔지니어링,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전자응용기기 하드웨어 개발,
임베디드 SW 엔지니어링, 가전기기 하드웨어 개발

네트워크통신과 통신일반, 무선통신구축, 초고속망 서비스 관리 운용,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래밍

컴퓨터전기과 전기회로, 전기설비, 내선공사, 전기안전관리, 자동화설비

모바일소프트웨어과 자료구조, 응용프로그래밍 개발, 응용프로그래밍 화면구현,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게임 디자인

동산
정보산업고

뷰티아트과 헤어미용, 피부관리, 네일아트, 메이크업, 미용의 기초

02-971-0231 www.seouldongsan.hs.kr

보건간호과 생활서비스 산업의 이해, 인간발달, 간호의 기초, 보건간호, 공중보건

외식조리과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제과, 제빵, 한국조리, 서양조리, 중식조리, 식품위생

영유아보육과 인간발달, 보육원리와 보육교사, 놀이지도, 보육과정, 영유아 건강 안전 영양지도

금융경영과 상업경제, 회계원리, 사무관리실무, 컴퓨터 그래픽, 금융일반, 마케팅

음악영상콘텐츠과 음악이론, 음악전공실기, 음악콘텐츠제작, 기초촬영, 사진영상편집

미래산업
과학고

메이커창작과 정보통신 H/W, S/W개발, 프로그래밍, 3D프린터용제품제작, 드론미디어콘텐츠제작 070-7600-9737

www.mist.hs.kr
컴퓨터특허과 정보통신, 기계소프트웨어개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특허정보조사분석  070-7600-9782

발명경영과 게임콘텐츠제작, VR/AR콘텐츠제작,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컴퓨터그래픽  070-7600-9734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캐릭터제작, 컴퓨터그래픽, 영상디자인 070-7600-6349

서울문화고

세무행정과 회계실무, 세무실무, 커뮤니케이션, 사무행정, 기업과 경영 070-7603-7045

www.seoulculture.hs.kr

광고마케팅과 광고 콘텐츠 제작, 마케팅과 광고, 고객관리, 마케팅전략, PR/광고 070-7603-7049

엔터테인먼트과 연기, 무대기술, 연극, 영화, 방송, 광고, 보컬, 댄스 070-7603-7197

IoT(사물인터넷)과 디지털논리회로, 자료구조,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응용프로그래밍개발, 사물인터넷서비스기획 070-7603-7241

콘텐츠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웹툰콘텐츠제작, 애니매이션콘텐츠제작, 캐릭터제작, 컴퓨터그래픽 070-7603-7124

서울아이티고

컴퓨터전기전자과 자동화설비, 전기회로, 전자회로, 디지털 논리 회로, 전기전자측정

02-948-1901~2 www.seoulit.hs.kr
네트워크보안솔루션과 정보보호관리,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스마트웹콘텐츠과 프로그래밍, 응용프로그래밍, 정보, 컴퓨터그래픽, 시각디자인

폴리메카닉스과 기계기초공작, 기계일반, 선반가공, 기계요소설계, 컴퓨터활용생산 

세그루
패션디자인고

패션비즈니스과 마케팅과 광고, 컴퓨터그래픽, 사무행정, 사무관리, 창업일반

02-993-6694 www.sfd.hs.kr
웹디자인과 광고콘텐츠제작, 컴퓨터그래픽, 색채관리, 전자상거래실무, 사무관리

패션제품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캐릭터디자인, 조형, 컴퓨터그래픽

의상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의 실제, 서양의복구성과 생산, 패턴메이킹

염광
여자메디텍고

보건행정과(뷰티헬스과정) 미용의 기초, 피부미용, 병원코디네이터, 건강운동관리, 관광 영어 및 중국어

070-5089-0523 www.ykm.hs.kr보건행정과(의료코디과정) 병원코디네이터, 건강보험실무, 희계정보처리시스템, 의학 용어, 관광 영어 및 중국어

보건간호과 기초간호임상실무, 공중보건, 건강보험실무, 의학용어, 병원 실습(방학)

영신간호
비즈니스고

보건간호과 인체구조와 기능, 간호의 기초, 보건간호, 기초간호 임상실무, 요양지원

02-2289-0320 www.youngshin.hs.kr

보건뷰티과 네일미용, 미용의 기초, 피부미용, 헤어미용, 메이크업

웰빙베이커리과 제과, 제빵, 바리스타, 곡물가공, 유제품 가공

보건비즈니스과 회계원리, 상업경제, 사무관리, 국제상무, 비서

영상그래픽디자인과 방송 콘텐츠 제작, 영화콘텐츠 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색채관리, 조형

인덕공업고

자동화기계과 기초제도, 기계기초공작, 기계요소설계, 선반/밀링가공, 피복아크용접 02-902-2558

www.induk.hs.kr

건설교통과 건설장비, 공간정보구축, 토공포장시공, 측량, 지적 02-902-2559

자동차과 자동차 전기 전자 장치 정비,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 도장, 자동차 차체 정비, 자동차 섀시 정비 02-902-2560

커뮤니케이션 산업디자인과 캐릭터 콘텐츠 제작,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웹디자인, 게임 콘텐츠 제작 02-902-2561

건축인테리어과 실내디자인, 건축목공시공, 건축마감시공, 컴퓨터그래픽, 건축도면해석과제도 02-902-2562

중
부

경기상업고

공공행정과 행정 서비스 일반, 사무행정, 고객관리, 총무, 인사

02-737-6490 www.ggc.hs.kr

세무회계과 회계실무, 세무일반, 세무실무, 기업자원관리실무, 기업과 경영

금융사무과 금융일반, 보험일반, 증권거래업무,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영어

뷰티디자인과 미용의 기초,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미용

스마트소프트웨어과 미디어 콘텐츠 일반,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빅데이터 분석, 자료 구조

서울
의료보건고

보건간호공통과 보건간호, 공중보건, 기초간호임상실무, 간호의 기초, 의학용어, 병원코디네이터, 인간발달, 요양지원 등

02-392-5553(5554) www.ggg.hs.kr
보건경영과 보건간호, 공중보건, 기초간호임상실무, 간호의 기초, 병원코디네이터, 인간발달, 요양지원 등

보건간호과 보건간호, 공중보건, 기초간호임상실무, 간호의 기초, 의학용어, 병원코디네이터, 인간발달, 요양지원 등

치의보건간호과 치과간호기초, 보건간호, 공중보건, 기초간호임상실무, 간호의 기초, 병원코디네이터, 인간발달, 요양지원 등

대경상업고

금융경영과 회계실무, 마케팅과광고, 금융상품세일즈, 세무실무, 사무행정

02-2235-5155 www.daekyeong.hs.krS/W디자인과 자료구조, 응용프로그래밍개발,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시각디자인

푸드조리디자인과 한국조리, 서양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대동세무고

세무회계과 예산자금, 기업자원통합관리, 기업과경영, 세무실무, 회계실무

070-8685-5718 www.daedong.kr국제금융세무과 토익연습일반, 금융일반, 기업과경영, 창구사무, 세무실무

세무행정과 인사, 기업자원통합관리, 금융일반, 세무실무, 회계실무

리라아트고
영상음악콘텐츠과 영상제작기초, 문화콘텐츠산업일반, 연극, 음악 연주, 기초촬영

02-775-6541 www.lila.hs.kr
건강과학과 육상운동, 체조운동, 스포츠영상분석, 체육전공실기, 수상운동

서울디지텍고

게임콘텐츠과 게임디자인,응용프로그래밍개발,게임프로그래밍

02-798-3641 www.sdh.hs.kr
VR콘텐츠과 게임디자인,캐릭터제작,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공간정보 소프트웨어과 공간정보융합서비스,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IoT(사물 인터넷)과 응용프로그래밍,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서일국제경영고
외식베이커리과 제과, 제빵, 서양조리, 바리스타, 호텔식음료실무, 바텐더

02-763-6247 www.seo-il.hs.kr
뮤지컬연기과 연극. 무용과몸, 실용음악, 시창.청음. 연극제작실습

선린인터넷고

정보보호과 프로그래밍, 네트워크기초, 네트워크보안, 응용프로그래밍개발, 서버구축 및 운영,  컴퓨터 보안 02-713-6216

www.sunrint.hs.kr
소프트웨어과 정보통신, 프로그래밍, 게임프로그래밍,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응용프로그래밍개발 02-713-6219

IT경영과 창업일반, 회계정보처리시스템, 사무관리, 전자상거래실무, 빅데이터분석, 비즈니스기획실무 02-713-6217

콘텐츠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 시각디자인, 스마트콘텐츠실무, 게임디자인, 웹프로그래밍실무 02-715-7749

지역 학교명 학과명 주요 전공 교과목 입학상담전화 학교 홈페이지

중
부

성동공업고

컴퓨터응용기계과 선반가공, 밀링 가공, 기계제도, 기계기초공작, 컴퓨터활용생산

02-6263-8202 www.sdth.hs.kr

산업설비과 냉동공조장치설치, 피복아크용접,  기계요소설계, 기계일반, 기계기초공작

전자기계과 자동화설비, 컴퓨터활용생산, 기계요소  설계, 기계소프트웨어개발, 기계제도

전기과 내선공사, 전기기기제작, 전기회로,  자동화설비, 전기설비

전자과 가전기기하드웨어개발, 유선통신구축,  프로그래밍, 컴퓨터구조, 디지털논리회로

건축토목과 측량, 건축목공시공, 실내디자인,  건축도면해석과 제도, 토목도면해석과제도

주얼리디자인과 금속공예, 귀금속가공, 디자인일반,  디자인제도, 조형

성동
글로벌경영고

글로벌경영과 회계실무,  사무행정,  상업경제, 비즈니스영어, ERP

02-2252-9567 www.sdglobal.hs.kr

세무행정과 세무실무, 사무행정, 회계실무, ERP, 기업과 경영

금융정보과 창구사무,  회계실무,  전자상거래실무,  미디어콘텐츠일반, 사무관리

문화콘텐츠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 시각디자인, 광고콘텐츠제작, 캐릭터제작,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패션디자인과 패션디자인의 실제, 패턴메이킹, 서양의복구성과 생산, 비주얼머천다이징

용산공업고

기계과 기계일반, 산업설비, 밀링가공, 선반가공, 컴퓨터활용생산 02-6905-7739, 7761

www.yongsan-th.hs.kr

자동차과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섀시정비,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도장, 자동차차체수리 02-6905-7739, 7773

전기과 전기회로, 전자회로, 전기설비, 내선공사, 외선공사 02-6905-7739, 7780

전자통신과 디지털논리회로, 전자회로, 프로그래밍, 전자부품생산, 전자기기개발 02-6905-7739, 7789

건축토목과 건축일반, 토목기초실습, 실내디자인, 건축목공시공, 측량 02-6905-7739, 7799

공조설비과 산업설비,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배관, 냉동공조일반 02-6905-7739, 7761

한양공업고

건설정보과 토목일반, 토목도면해석및제도, 측량, 지적측량, 공간정보구축 070-4832-3872

www.hanyang.hs.kr

건축과 건축계획, 건축목공시공, 전문제도, 컴퓨터그래픽, 건축일반 070-4832-3863

자동화기계과 자동화설비, 선반가공, 밀링가공, 기계요소설계, 기계일반 070-4832-3884

디지털전자과 전자회로, 디지털논리회로, 전자기기개발, 전기회로, 로봇하드웨어개발 070-4832-3892

자동차과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전기전자제어, 자동차도장, 자동차섀시, 자동차기관 070-4832-3862

컴퓨터네트워크과 웹프로그래밍, 응용프로그래밍, 정보통신,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시스템프로그래밍 070-4832-3952

강
동
송
파

상일미디어고

스마트소프트웨어과 스마트문화웹콘텐츠제작,게임기획,응용프로그래밍개발,게임프로그래밍,데이타베이스프로그래밍

02-428-0434 www.sangilmedia.hs.kr

스마트정보통신과 디지털논리회로,정보통신,전자회로,네트워크프로그래밍,유선통신구축운용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공예일반,디자인일반,시각디자인,광고콘텐츠제작,제품디자인

디지털만화영상과 영상제작기초,에니메이션제작기초,에니메이션콘텐츠제작,만화콘텐츠제작,일러스트레이션

바이오푸드과 식품위생,제빵,제과,서양조리,바리스터

서울컨벤션고

컨벤션외식조리과 외식조리(한식·양식·중식·일식), 제과제빵, 디저트

070-4008-7821 www.seoul-chs.hs.kr
컨벤션이벤트과 디저트, 제과제빵, 호텔식음료·바리스타

컨벤션비즈니스과 호텔식음료·바리스타, 관광, 항공서비스

컨벤션경영과 컨벤션기획, 전자상거래, 세무일반, 회계실무

송파공업고

전기정보과 전기회로, 전기기기, 내선공사, 전기설비, 전력설비

02-6711-0595 www.songpa-th.hs.kr
모바일전자과 가전기기하드웨어개발, 전자회로, 디지털논리회로, 전자기기

컴퓨터네트워크과 정보통신, 응용프로그래밍, 전자회로, 네트워크

하이텍디자인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웹디자인

일신
여자상업고

금융정보과 금융실무, 창구사무, 회계실무, 사무관리, 기업자원통합관리

02-2140-8233 www.ilshin.hs.kr
회계정보과 회계정보시스템, 회계실무, 세무회계, 세무실무, 기업자원통합관리

디자인콘텐츠과 컴퓨터그래픽, 색체관리, 시각디자인, 영상제작기초, 광고콘텐츠제작

국제통상과 국제상무, 수출입관리, 비즈니스영어, 기업자원통합관리, 사무관리

강
서
양
천

강서공업고

건축과 건축설계, 건축일반, 건축목공시공, 건설재료시험, 측량

02-2064-4711 www.gangseo-th.hs.kr
친환경에너지화학과 공업화학, 단위공정제어, 화학분석, 수질관리, 대기관리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전자회로, 디지털논리회로, 가전기기하드웨어개발, 시스템관리 및 지원

VR콘텐츠디자인과 시각디자인, 디자인 일반, 컴퓨터그래픽, 영상제작 기초,  디지털디자인, VR콘텐츠 제작

경복
비즈니스고

국제관광비즈니스과 관광사업, 관광일반, 관광서비스, 관광영어, 여행서비스실무

070-7790-0951 www.kbb.hs.kr국제통상과 국제상무, 수출입실무, 비즈니스영어, 회계실무, 세무회계

IT비즈니스과 사무행정, 정보처리와 관리, 프로그래밍,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엑셀

대일관광고

관광외국어과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호텔객실서비스실무, 관광영어, 관광중국어, 관광일본어

070-4377-8811
070-4377-8822
070-4377-8833

www.daeil-tour.hs.kr
뷰티아트과 피부미용,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미용안전보건

관광외식산업과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제과, 제빵, 바리스타, 관광영어

관광레저과 여행서비스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비서, 관광서비스, 사무행정

서울금융고

금융과 금융일반, 보험일반, 창구사무, 무역금융업무, 증권거래업무

02-2694-3715 www.seoulfc.hs.kr

소프트웨어과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컴퓨터네트워크, 드론프로그래밍, 시스템 관리 및 지원

세무회계과 회계원리, 세무 일반, 회계 실무, 회계 실무, 세무 실무, 비서

행정서비스과 사무 관리, 사무 행정, 행정서비스일반, 공공 복지, 고객 관리

3D프린팅과 디자인제도, 컴퓨터그래픽, 3D프린팅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서울영상고

영상콘텐츠과 방송콘텐츠제작, 영화콘텐츠제작, 영상제작의 이해, 영상제작기초, 영화감상과 비평

02-2602-7121 www.youngsang.hs.kr영상미디어과 캐릭터제작,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시각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미디어콘텐츠일반

영상경영과 상업경제, 회계정보처리시스템, 창업일반, 문화콘텐츠일반(MCN), 전자상거래(쇼핑몰)

서울항공
비즈니스고

항공비즈니스과 항공사무일반, 항공운항기초실무, 관광일본어, 관광중국어, 관광영어 02-2662-0066

www.sab.hs.kr
관광비즈니스과 호텔객실서비스,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관광중국어, 관광일본어, 관광영어 070-8871-7827

간호보건과 간호의기초, 기초간호임상실무, 보건간호, 공중보건, 의학용어 070-8871-7829

국제조리과 한국조리, 식품과영양, 일식조리, 중식조리, 제과제빵

신정
여자상업고

웹크리에이터과 영상제작기초, 광고콘텐츠제작, 스마트문화앱콘텐츠 제작, 방송콘텐츠제작, 디지털디자인

02-2644-4111 www.shinjung.hs.kr

생활체육과 개인·대인 운동, 단체 운동, 스포츠경기실습, 스포츠경기체력, 체육전공실기심화

금융회계과 금융 일반, 보험 일반, 회계정보처리시스템, 세무 실무, 창구 사무, 사무 행정

관광서비스과(일반반/도제반) 관광영어, 관광서비스, 여행서비스 실무, 바리스타, 바텐더, 소물리에

외식조리과(조리/베이커리) 한국조리, 서양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제과, 제빵

영등포공업고

스마트건설기술과 건축일반, 건축도면해석과제도, 건축기초실습, 건축목공시공, 철근콘크리트시공

02-2659-2981 www.younggong.hs.kr
스마트전기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철도시공운용, 전기설비, 사무행정

스마트기계과 기계기초공작, 피복아크용접, 선반가공, 밀링가공, 컴퓨터활용생산

스포츠산업과 일반스포츠지도, 스포츠경기분석, 스포츠시설운영관리, 스포츠경기지도사, 스포츠시설안전관리

화곡
보건경영고

간호과 인체구조와 기능, 기초간호임상실무, 간호의 기초, 인간발달, 보건간호일반

070-8644-6326 
070-8644-6305

www.hwagok-gii.hs.kr
보건복지과 간호의기초 , 보건간호일반, 대인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실무, 복지와사회

스마트경영과 상업경제, 회계원리, 사무관리, 금융일반, 회계정보처리시스템

뷰티아트과 미용의 기초,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메이크업

강
남
서
초

단국공업고

조명제어과 내선공사, 자동화설비, 전력설비, 전기전자측정, 프로그래밍

02-2116-0122 www.dankook.hs.kr조명디스플레이과 밀링가공, 금형제작, 재료가공, 기계제도, 전문제도

조명신소재과 단위조작공정제어, 화학분석, 기기분석, 제조화학, 공업화학

대진디자인고

시각정보디자인과 시각디자인, 광고콘텐츠제작, 만화콘텐츠제작, 웹디자인, 디지털이미지재현

070-7816-9131 www.daejindesign.hs.kr실내건축디자인과 실내디자인, 건축도면해석과 제도, 컴퓨터그래픽, 건축구조체시공, 3D그래픽스

소프트웨어콘텐츠과 프로그래밍, 응용프로그래밍,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영상제작기초, 컴퓨터네트워크

서울로봇고 
(마이스터고)

첨단로봇설계과 산업용로봇제어, 로봇제조기술, PLC제어, 기계요소설계

02-3016-0103 www.seoulrobot.hs.kr
첨단로봇제어과 전기전자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전자응용기기 하드웨어 개발, 임베디드시스템 제어, 시스템통합

첨단로봇시스템과 전기전자회로, 프로그래밍(JAVA), 사물인터넷실무, 로봇하드웨어설계

첨단로봇정보통신과 통신장비운용, 네트워크운용, 드론제작과 운용, 정보통신기기 하드웨어 개발, 센서응용 실무

서울전자고

스마트시스템과 전자회로, 디지털논리회로, 전기전자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정보통신기기HW개발 02-6011-4166

www.e-seoul.hs.kr
조명아트과 전기전자기초, 전기설비, 내선공사, 실내디자인, LED 기술개발 02-6011-4170

게임콘텐츠과 게임디자인, 게임프로그래밍, 게임제작프로젝트실습, 컴퓨터그래픽 02-6011-4174

미디어아트과 시각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제품디자인, 컴퓨터그래픽 02-6011-4178

수도전기공업고 
(마이스터고)

전기에너지과 전기회로, 전기설비, 전기기기, 자동화설비, 송변전배전설비운용

070-4673-9858 www.sudo.hs.kr
에너지전자제어과 전자회로, 자동화설비, 프로그래밍, 전력전자설비 실무, 변전자동화설비 실무

에너지기계과 기계 기초 공작, 기계제도, 기계일반, 선반가공, 발전설비실무

에너지정보통신과 정보, 프로그래밍, 정보통신망 실무, 유비쿼터스 전력선통신 실무, 전력자동화시스템 실무

동
작
관
악

광신정보산업고

방송영상과 방송일반, 시나리오, 중급촬영, 방송콘텐츠제작, 영화콘텐츠제작

02-881-8612 www.kwangshin-i.hs.kr
만화영상과 캐릭터제작, 드로잉, 영상제작기초,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만화콘텐츠제작

연예엔터테인먼트과 연기, 시나리오, 연극제작실습, 연극감상과 비평, 연예매니지먼트실무

미디어메이크업아티스트과 미용의 기초, 메이크업, 헤어미용, 네일미용, 방송콘텐츠제작

미림여자
정보과학고 
(마이스터고)

뉴미디어소프트웨어과
프로그래밍(C),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Oracle), 응용프로그래밍(Java/ C++),
뉴미디어콘텐츠프로그래밍(C#)

02-872-4074 www.e-mirim.hs.kr
뉴미디어웹솔루션과

컴퓨터그래픽(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디자인일반),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MySQL, Oracle DB), 네
트워크프로그래밍(Django), 웹사이트 제작(AJAX, JSP, Node.js)

뉴미디어디자인과 시각디자인, UIUX엔지니어링, 웹콘텐츠제작일반, 인터랙션디자인, 영상제작기초

서울공업고

정밀기계과 기계기초공작, 밀링가공, 재료일반, 선반가공실무, 전문제도

02-2082-1814 www.seoul-th.hs.kr

신소재금형과 기초공작실습, 금속처리, 금속제조, 기계구조와기능, 재료가공

산업설비과 산업설비, 냉동공조일반, 재료일반, 피복아크용접, 기계일반

자동차과 자동차기관, 자동차섀시, 자동차전기전자제어, 기계일반,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시스템자동화과 기계기초공작, 자동화설비, 전자기계회로, 기계요소설계, 기계구조와기능

전기전자과 전기회로, 디지털논리회로, 전기전자측정, 내선공사, 전자기기

신재생에너지과 전기회로, 인간과환경, 신재생에너지발전, 내선공사, 폐기물처리

토목건축과 건축도면해석과제도, 건축계획, 실내디자인, 토목설계, 공간정보구축

바이오화공과 공업화학, 제조화학, 단위조작·공정제어, 수질관리, 화학분석

섬유디자인과 의류재료관리, 섬유공정, 염색·가공, 제포·봉제, 패션디자인

그래픽아트과 인쇄일반, 컴퓨터그래픽, 출판편집, 평판인쇄, 인쇄재료

세라믹아트과 세라믹원리·공정, 도자기, 파인세라믹, 세라믹재료, 탄소제품

서울관광고

관광경영과 회계 원리, 상업 경제,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회계 실무, 세무 실무, 사무 관리, 사무 행정

02-886-6796 www.seoul-tour.hs.kr관광서비스과
여행 서비스 실무,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카지노 서비스 실무,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식조리과 한국 조리, 서양 조리, 중식 조리, 일식 조리, 제과, 제빵

서울
여자상업고

금융경제과 금융일반, 증권 거래 업무, 창구 사무

02-873-3614 www.sys.hs.kr국제통상과 수출입 관리, 원산지 관리, 국제상무, 비즈니스영어

재무경영과 회계 원리, 회계 실무, 세무 실무, 사무 행정

영락의료
과학고

보건간호과 간호의 기초, 기초간호임상실무, 공중보건, 보건간호일반, 요양지원

02-884-0760 www.youngnak-c.hs.kr
의료비즈니스과 회계원리, 상업경제, 사무행정, 의학용어, 의료서비스마케팅 

의료IT과 의료기초실습, 전자회로, 의료기기 생산, 의료기기 인허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3D 콘텐츠 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컴퓨터그래픽, 3D프린터용 제품제작, 디자인일반

성
동
광
진

덕수고

벤처CEO과 회계원리, 상업경제, 금융일반, 사무관리, 창업일반

070-5077-6439 
070-5077-6507

www.duksoo.hs.kr

스마트 자산관리과 금융일반, 사무관리, 회계실무,기업자원통합관리

행정 서비스과 금융일반, 회계정보처리스스템, 사무행정, 비즈니스영어

스마트 소프트웨어과 미디어콘텐츠일반, 프로그래밍,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게임 콘텐츠과 컴퓨터시스템일반, 미디어콘텐츠일반, 프로그래밍 실무

서울방송고

방송영상과 방송콘텐츠제작, 영화콘텐츠제작, 촬영조명, 시나리오, 영상제작기초

070-8644-3310 www.seb.hs.kr
미디어콘텐츠과 광고콘텐츠제작, 캐릭터제작, 디자인제도, 영상제작기초, 미디어콘텐츠일반

방송시스템과 무대조명, 방송시스템운용, 방송일반, 디자인제도, 내선공사

방송연예공연과 메이크업, 레크레이션지도, 연기, 연극제작실습,무대연출

성수공업고

에코바이크과 자전거정비, 오토바이정비, 자전거·모터기초, 제품디자인, 기계기초공작 070-4088-7659

www.sungsu.hs.kr

기계과 기초제도, 기계기초공작, 선반가공, 밀링가공, 피복아크용접 02-469-3163

자동차과 자동차기관, 자동차섀시,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엔진정비 070-4088-7663

전기과 전기기기제작, 전기회로, 디지털논리회로, 내선공사, 전력설비 070-4088-7667

전자과 전자기기개발, 전기회로, 가전기기하드웨어개발, 산업용전자기기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하드웨어개발 02-469-3166

성
북
강
북

고명외식고

외식경영과 한국조리, 서양조리, 제빵, 제과, 바리스타

02-928-8366 www.komyung.hs.kr
디저트제과경영과 식품과 영양, 제과•제빵, 서양조리, 매장판매, 마케팅과 광고

카페경영과 식품과 영양,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제과, 바리스타, 창업일반

국제관광과 관광일반, 관광서비스, 관광영어, 여행서비스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동구마케팅고

금융자산마케팅과 금융실무, 회계실무, 창구사무, 사무행정, 세무일반

02-2170-8611(8630) www.donggoo.hs.kr문화콘텐츠마케팅과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마케팅과 광고, 프로그래밍실무, 사무행정, 회계실무

국제비즈니스과 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비서실무 영어, 사무행정, 수출입관리

서울도시과학
기술고 

(마이스터고)

해외플랜트산업설비과 산업설비, 플랜트배관, 비파괴시험검사, 산업설비도면해석, 기계설비시공

02-940-2510 www.sust.hs.kr
해외플랜트공정운용과 공업화학, 제조화학, 단위조작, 공정운전실무, 화학공장설계 및 도면 이해

해외건설전기통신과 전기회로, 전기기기, 전기설비, 전기설비도면의해석, 자동화설비

해외시설물건설과 건축계획, 건축마감시공, 건축구조, 측량, 도시건설재료시험

성암국제무역고

미주무역과 관광영어, 비즈니스영어, 서양조리, 상업경제, 사무관리

02-2179-1850 www.seongam.hs.kr중국무역과 중국어회화, 중국문화, 중식조리, 원산지관리, 수출입관리

일본무역과 일본어회화, 일본문화, 일식조리, 사무관리, 물류관리

※ 학교(학과)명은 추후 교육청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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