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응시 학과 2012기준
2.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응시학과
----------------------------------아 래------------------------------------------1.조경(산업)기사
직무분야 : 건설
중 직무분야 : 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건설배관
<조경기사 관련학과>
NGO환경조경(과ㆍ전공), 건설조경디자인전공, 건축조경학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환경디자인(과ㆍ학과ㆍ계열), 골프코
스관리과, 골프코스원예학부, 과수경영(과·전공), 관광·레저개발학(과ㆍ전공), 관광조경(과,학과), 관광ㆍ레저학(과ㆍ전공), 관상
원예(과,학과,학전공), 낙농한우경영(과ㆍ전공), 녹지조경(학)과,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원예(과,전공), 도시원예조경과, 도
시원예학전공, 도시조경ㆍ건축디자인전공, 도시조경과, 도시조경디자인과, 도시조경학(과,부,과군), 도시환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동물자원ㆍ조경학과군, 레저원예조경과, 부동산ㆍ환경조경학부, 부동산환경조경학부, 산림경영(과,학전
공), 산림경영ㆍ조경학부, 산림생명자원과, 산림자원(학)(과ㆍ부ㆍ전공), 산림자원보호(전공,학과), 산림자원조경학(부,과군),
산림자원환경학(과,전공), 산림조경과, 산림학(과,전공), 산림환경과학(과,전공), 산림환경자원(학)(과ㆍ전공), 산림환경학전공,
삼림경영학과, 삼림자원보호학과, 생명자원(과,학과,과학부), 생명자원경제학(과,전공), 생명자원공학부, 생명자원과학학과
군, 생명자원산업(학)(과ㆍ전공), 생명자원학부(동물자원학전공), 생명자원학전공, 생명자원환경과학(부,전공,군), 생명환경
학부, 생명환경화공과, 생물자원경영학전공, 생물자원공학(과,부,전공), 생물자원과학(과,계열,부,전공), 생태조경학과, 생태
ㆍ해충방제전공, 식물자원개발과, 식물자원과학(과,부,전공), 식물자원원예학과군,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식물자원학(과,
부,전공), 식물자원환경(전공,학부), 식물자원ㆍ연초학(과)군, 식물자원ㆍ특용식물학과군, 식품자원경제학(과,전공), 양돈양
계경영(과ㆍ전공), 예술조경(과·전공), 원예(학)(과ㆍ전공), 원예생명조경학(과ㆍ전공) 원예ㆍ자원생물환경화학과군, 원예ㆍ
조경학부(조경학전공), 원예조경(과,전공), 원예조경삼림자원학부, 원예조경학(부,전공), 원예환경(전공,학부), 원예환경조경
학과군, 유기농생태(학)(과ㆍ전공), 임산공업과, 임산공학(과,전공), 임산학과, 임학(과,전공), 임학ㆍ임산공학과군, 자원식
물(학)(과,전공), 자원식물개발(학)(과,전공), 전통조경학과, 조경(학)(과ㆍ전공),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공학과, 조경
도시디자인학과, 조경디자인학전공, 조경원예과, 조경인테리어과, 채소경영(과ㆍ전공), 축산식품경영(과ㆍ전공), 토목환경조
경학과군, 화훼경영(과ㆍ전공), 화훼조경디자인과, 환경그린디자인학(과ㆍ전공), 환경디자인(과,전공), 환경원예조경학부,
환경정보(과,계열,전공,학부), 환경정보디자인계열, 환경정보시스템(학)과, 환경조경(학)(과,전공), 환경조경디자인과, 환경
조경ㆍ식물산업학부, 환경조형(과,계열), 환경코디네이션ㆍ동물과학계열, 환경화공학(과,부,전공)

2.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직무분야 : 환경·에너지
중 직무분야 : 환경
<자연생태복원기사 관련학과>
Bioinformatics and Information management, 건설지구환경공학부, 건설토목환경공학과, 건설환경(계열,공학과,공학군,공
학부,전공,과), 건설환경건설공학부, 건설환경건축공학부, 건설환경설계전공, 건설환경정보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축ㆍ
토목ㆍ환경계열학과군,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과,부), 건축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축ㆍ환경디자인학
부, 건축안경환경학부, 건축환경(과,학과,학부), 건축환경설계과, 건축환경설비(과,학과), 건축환경시스템(과,학부), 건축환
경토목공학과군, 건축환경화학공학군, 공간사회환경공학부, 공간환경(전공,학부), 공간환경디자인전공, 공간환경시스템(공
학부,전공), 과학교육과(생물전공), 그린시스템계열, 그린인테리어과,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녹색산업설비((학)과,전공), 농생
물학(과,전공), 대기과학(과,전공), 대기학과, 대기환경과학(과,전공), 도시건설환경공학과군, 도시환경건설공학과군, 도시환
경계획학전공, 도시환경공학(과,부),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관리(과ㆍ전공), 도시환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시스템전공, 도
시환경조경과, 동물공학과, 동물과학과, 동물보호계열, 동물복지전공, 동물산업과, 동물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과학(과,부,
전공), 동물생명자원(전공,학과), 동물생명자원낙농과학과군, 동물생산환경(학)전공, 매생물학과(전공), 물리ㆍ천문우주ㆍ지
구환경(과학과군ㆍ학과군ㆍ학군), 물리천문지구환경학부, 물리학과ㆍ지구환경과학과군, 미생물ㆍ유전공학전공, 미생물공학
(과,전공), 미생물생명공학과, 미생물학(과,전공), 바이오생명정보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전공), 바이오정보전자전공, 바이
오환경(학)(과ㆍ전공), 바이오환경공학(과,부), 보건관리ㆍ케어(과ㆍ전공), 보건관리학(과,전공), 보건복지(계열·학부·과), 보
건식품환경계열, 보건위생(과,부,전공), 보건환경(과,학과,전공,학부,계열), 보건환경교육과, 보건환경시스템학(과ㆍ전공),
보건환경안전학(과ㆍ전공), 보건환경위생과, 보건환경의공학부, 부동산·환경조경학부, 부동산환경조경학부, 분자ㆍ의생명공
학(과ㆍ전공), 분자과학기술학과, 분자과학부, 분자생명공학(과ㆍ부ㆍ전공), 분자생명과학(부,전공), 분자생물미생물학(과ㆍ

전공), 분자생물학(과,학부,전공), 분자시스템공학전공, 분자식품생명공학(전공), 분자유전육종학(과ㆍ전공), 사회환경시스
템공(학부,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부,전공), 산림자원환경학(과,전공), 산림환경자원(학)(과ㆍ전공), 산업설비자동화
과, 산업ㆍ화학공학과군, 산업환경과, 산업환경보건(과,학과), 산업환경시스템(공학부,학부), 산업환경학전공, 생명ㆍ제약공
학과, 생명공학(과,전공,부,공학전공), 생명과(학과,학군), 생명과학(과ㆍ전공ㆍ부ㆍ계열ㆍ군), 생명분자공학부, 생명산업공
학전공, 생명자원환경과학(부,전공,군), 생명정보공학(과,전공), 생명정보학과, 생명환경공학부, 생명환경과학(계열,군,부),
생명환경디자인전공, 생명환경시스템학(과,군), 생명환경정보학과군, 생명환경제약공학부, 생명환경학부(산림자원학전공),
생명환경학부(생물환경학전공), 생명환경화공과, 생명환경화학전공, 생물(학)(과ㆍ전공), 생물ㆍ분자생물ㆍ미생물학과군, 생
물공학(과,전공), 생물과학(과,부,전공), 생물교육(과,전공), 생물기전공학(과,전공), 생물미생물임상병리식ㆍ생물미생물학
(과ㆍ전공), 생물배양과, 생물배양생물산업학부, 생물산업공학(과,부), 생물산업기계(학)(과ㆍ전공), 생물산업기계공학(과,전
공), 생물산업생명공학부, 생물산업학부, 생물소재공학전공, 생물식품공학부, 생물식품 및 환경화공학부, 생물응용학과, 생
물의약학과, 생물자원경영학전공, 생물자원공학(과,부,전공), 생물자원과학(과,계열,부,전공), 생물자원기계농촌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학과,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생물자원학(부,전공), 생물자원환경학전
공, 생물정보학전공, 생물학교육(과ㆍ전공), 생물해양학부, 생물화학공학(과,과군), 생물환경과학(부,과군), 생물환경학(부,
전공), 생물환경화학전공, 생체정보(과)공학부, 생체정보과, 생태공학(과,부,전공), 생태시스템공학(과ㆍ전공), 생태조경학
과, 생태환경보전학(과ㆍ전공), 생화학(과,전공), 생화학공학부,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생활환경과, 생활환경복지ㆍ의류학
과군, 생활환경복지학과, 생활환경정보학과, 생활환경학(과,부,전공,과군), 세포ㆍ미생물ㆍ유전공학전공, 소방환경방재(과ㆍ
전공), 수자원ㆍ환경해양생산학(과ㆍ전공), 수자원 및 환경전공, 식량환경(학)과, 식물생산과학(과,부), 식물자원환경(전공,
학부), 식물환경과학전공, 식물환경생명공학전공, 식물ㆍ환경신소재공학(과ㆍ전공), 식품ㆍ생명ㆍ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
공), 식품생명공학(과ㆍ부ㆍ전공), 식품환경(학)(과·전공), 식품환경안전학(과ㆍ전공), 신소재환경공학(과,부), 실내환경시스
템(과ㆍ전공), 에너지ㆍ환경전공, 에너지환경(공학과,전공), 에너지환경계획(학)과, 에너지환경과학과, 원예생명조경학(과,
전공), 원예ㆍ자원생물환경화학과군, 위생과, 위생과학전공, 유기농생태(학)(과ㆍ전공), 유전공학(과,전공), 음향진동공학과,
응용생명환경화학과, 응용생물(학)(과ㆍ전공), 응용생물공학(부,전공), 응용생물과학(부,전공), 응용생물산업학과, 응용생물
원예학부, 응용생물자원과학(부,과군), 응용생물화학(과,부,전공),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생물환경학(과,전공), 의료생
명공학(과ㆍ전공), 의생명과학과, 의예생물ㆍ법의생물(과,전공), 인간생활환경학과, 자연보호학과, 자연생태시스템공학(과ㆍ
전공), 자연약재과학(과ㆍ전공), 자연환경공학전공(과), 자원생명환경학부, 자원생물환경학(과,부), 자원환경공학(과,전공),
자원환경과, 재료환경건축공학(과,과군), 지경환경시스템전공, 지구과학교육(과ㆍ전공), 지구환경(학)전공, 지구환경건설공
학부, 지구환경공학부, 지구환경과학(과ㆍ부ㆍ전공ㆍ과군ㆍ계열), 지구환경보전(과,전공),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부,전공,
과군), 지구환경시스템학(과,부), 지반방재공학(과ㆍ전공), 지반설계정보공학(과ㆍ전공), 지역건설환경공학(과,전공), 지역생
태시스템공학(전공),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환경기반공학과, 지역환경시스템전공, 지질ㆍ지구물리ㆍ환경과학과군, 지질
환경과학(과,전공), 청정생산기술(과,전공), 청정생산시스템전공, 청정화학공학과, 청정환경(과ㆍ전공ㆍ부), 청정환경시스템
(과ㆍ전공ㆍ부), 토목ㆍ건축ㆍ환경공학부, 토목ㆍ환경학부, 토목건축환경공학과군, 토목도시환경공학부, 토목안전환경공학
(과ㆍ전공), 토목환경(과ㆍ전공ㆍ계열), 토목환경건축공학(과,과군), 토목환경공학(과,부,전공,계열,과군), 토목환경도시공학
(과,부), 토목환경산업공학부, 토목환경설계전공, 토목환경시스템(과ㆍ전공), 토목환경시스템공학(과,부), 토목환경조경학과
군, 토목환경지구정보공학부, 한방바이오환경학과, 한방생약자원학(과ㆍ전공), 해양생명공학(과,부,전공), 해양생명환경학
과, 해양생물공학(과,전공), 해양심층수학과, 해양자원환경과, 해양환경(학)(과ㆍ전공), 해양환경공학(과,전공), 해양환경과
학(과ㆍ전공), 해양환경사회기반공학연계전공, 해양환경생명과학부, 화공/세라믹/환경생물공학계열, 화공ㆍ식품생물공학부,
화공ㆍ환경공학군, 화공환경공업과, 화공환경과, 화학(과,부), 화학공학(과,과군,부,전공), 화학공학. 공업화학ㆍ섬유ㆍ세라
믹ㆍ재료ㆍ금속공학과군, 화학공학ㆍ공업화학ㆍ섬유ㆍ세라믹공학과군, 화학공학ㆍ생명공학(과ㆍ전공), 화학공학부ㆍ환경공
학과군, 화학환경공학(과,부), 화학환경보건학(과,과군), 화학환경화공학부, 환경(학)(과ㆍ부ㆍ전공ㆍ계열), 환경/화공·기계·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환경/화공·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환경ㆍ생명과학부, 환경ㆍ응용화학부, 환경ㆍ의공학부, 환
경ㆍ화공시스템공학군, 환경ㆍ화학공학계열, 환경건설교통공학부, 환경건설정보학과, 환경계획(학)(과,전공), 환경고분자화
학공학부, 환경공업과, 환경공업관리과, 환경공업교육과, 환경공업화학(과,전공), 환경공학(과,전공,부,계열,군), 환경공학
(과ㆍ전공ㆍ부ㆍ계열ㆍ군), 환경공학 및 위성정보과학과군, 환경공학 및 해양시스템학과군, 환경공학환경공업과, 환경과학
(과,전공,부,계열), 환경과학경제학부, 환경관리(과,학과), 환경관리시스템(과,전공), 환경교육과, 환경녹지(공)학(과,전공),
환경농업과학부, 환경대기과학(과,전공), 환경대기 및 위성정보과학과군, 환경도시공학부, 환경디자인(학)(과,전공), 환경디
자인공학부, 환경문화관리과, 환경미생물학부, 환경 및 생명공학부, 환경 및 응용화학전공, 환경 및 환경공학전공, 환경바
이오시스템(공)학부, 환경바이오테크(학부,계열), 환경방재시스템(과,학과,전공,학전공), 환경방재학(과ㆍ전공), 환경보건
(학)(과ㆍ전공), 환경보건시스템과, 환경보호(학)과, 환경산업안전보건학과, 환경생명(과ㆍ전공), 환경생명공학(과,전공,부),
환경생명과학(과,부), 환경생명식품공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환경생물공학(과,부), 환경생물원예학부, 환경생물자원학전
공, 환경생물학전공, 환경생태공학부, 환경생활화학과, 환경설계학부, 환경설비공학과, 환경시스템(학)(과ㆍ전공ㆍ부), 환경
시스템/정보전공, 환경시스템공학(과,전공,부,부전공), 환경시스템관리(과,학과), 환경시스템설계전공, 환경식물공학(과,전
공), 환경신소재공학부, 환경ㆍ생명(공)학부, 환경안전(보건)과, 환경안전시스템공학부, 환경에너지공학(과,전공), 환경원예
(과학)과, 환경원예디자인학(과,전공), 환경원예조경학부, 환경원예학(과,전공), 환경위생(학)(과,전공), 환경위생화학공업
(과,학과), 환경응용과학과, 환경응용화학(과,부), 환경응용화학공학과, 환경의료재료계열, 환경임산자원학부, 환경임산학전
공, 환경자원관리전공, 환경재료과학전공, 환경정밀화학과, 환경정보(과,계열,전공,학부), 환경정보디자인계열, 환경정보시

스템(학)과, 환경정책(학)(과ㆍ전공), 환경조경(학)(과,전공), 환경조경디자인과, 환경조경ㆍ식물산업학부, 환경조형(과,계
열), 환경지질과학(과,전공), 환경지질학과, 환경코디네이션ㆍ동물과학계열, 환경탐사공학과, 환경토목(과ㆍ전공), 환경토목
공학(과ㆍ전공ㆍ부ㆍ과군), 환경토목해양토목공학(과ㆍ전공),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전공), 환경학환경시스템공학전공, 환
경행정(학)(과ㆍ전공), 환경화공학(과,부,전공), 환경화학(과,계열), 환경화학공업과, 환경화학공학(과,부,전공,과군), 환경화
학섬유전기기계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