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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입학담당ㅣ장준호 교수 (062) 940-5377, E–mail : jjh4653@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912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부교수소개

학부소개

경영학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을 비전

으로, 창의적 사고를 통해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갈 AI (인공지능)의 

최적화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여 전문적 역량, 글로벌 역량, 

감성적 역량, 그리고 창의적 역량 등을 함양하고 있다. 

경 영 학 부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교육목표

구 분
주요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1학년
경영학원론, 무역학원론,
대학생활과전공이해

경제학원론, 마케팅원론,
인성함양과진로탐색

2학년

회계원리, 진로설계,
AI융합비즈니스론,
글로벌마케팅, 재무관리론,
비즈니스영어, 조직행동론

ERP개론, 중국경영론,
일본경영론, 인간관계론,
재무회계

3학년

역량개발, MIS, 상생경영론,
중소기업창업론,
감성경영론, 생산운영관리,
소비자행동론, 원가관리회계

AI마케팅, AI리더십,
경영과학, 전산회계,
금융매니지먼트, 
비즈니스플랜,
인적자원관리론

4학년
품질경영론, 전략경영론
투자금융론,
(기타) 장기현장실습

경영분석,
공급사슬과물류관리,
AI디지털경영론,
(기타) 장기현장실습

양동민 교수
(전략, 창업론, AI경영)

장준호 교수 (학부장)
(HR , OB)

장은미 교수
(리더십, 인간관계론)

김   수 교수
(HRM , 기업전략)

박이숙 교수
(ERP, 공급사슬관리)

조병수 교수
(재무 ,  금융)

이선화 교수
(회계)

장석주 교수
(MIS,  AI 융합)

경성림 교수
(ERP, 전자상거래)

주인영 교수
(생산관리, 품질경영)

■   4차 산업혁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화 된 실무 능력뿐 아니라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의사소통능력, 다국적 인재와 글로벌 고객관리 능력, 조직관리의 
기본인 재무회계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soft technology 능력이 
경영자와 조직에게 중요한 우위 요소가 되었다.

■   이에 호남대 경영학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 적합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soft technology 경영관련 
분야를 제공한다. 

■   나아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인 인성과 감성이 
중점이 되는 감성경영의 배양에 심혈을 기울인다. 세부적으로 
인간관계론 수업을 통해 타인의 의견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직 공동체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매년 산학연계활동, 명사초청 특강, 취창업 및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AI) 특성화 대학! 

전통있는 경영학부에서 새 시대를 앞서 나간다. "

2020년도 호남대 우수학과 선정 / 2020년도 경영대학 강의 평가 1위 

■ 각종 국가고시를 거쳐 사회에 진출

■ 4년 교과과정 이수 동안 최소 5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은행텔러,

    자산관리사 (FP),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증권투자권유인,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권유인, AICPA, CFA,  CPA, CS리더스관리사,

    ERP 정보관리사, FAT 1·2급,

    FRM, TAT 1·2급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의 경영학부

미션

목표

창의적 사고를 통해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AI의
최적화된 인재 양성

감성적 역량배양전문적 역량배양 글로벌 역량배양 창의적 역량배양

트랙1
스마트관광

스마트여행상품개발, 스마트관광세미나, 
관광빅데이터분석론, 스마트관광정보시스템,
스마트관광론, AI와 전시산업

트랙2
문화관광

전시컨벤션사업론, 문화관광론, 축제이벤트론,
관광한국사, 관광학원론

트랙3
관광개발

관광레포츠사업경영, 관광자원개발론, 관광사업분석,
관광법규, 여가관리론

트랙4
관광마케팅

관광마케팅, 항공사업경영, 관광외식사업경영
여행사경영론, 관광심리학, 관광경영론, 호텔경영론

■학과장ㅣ여영숙 교수 (062) 940-5586, E–mail : adelinay@honam.ac.kr 

■입학담당ㅣ정은성 교수 (062) 940-5567, E-mail : eunseong@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912  (인스타그램에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검색해보세요! )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여영숙 교수
여행사업경영

스마트관광정보시스템
(062)940-5586

이영빈 교수 문화관광, AI와 전시산업 (062) 940-5372

정은성 교수 관광개발, 관광빅데이터분석 (062) 940-5567

한승훈 교수 관광마케팅, 관광사업 (062) 940-5579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관 광 경 영 학 과
Dept. of Tourism Management

■ 관광사업관련분야
  - 여행사오퍼레이터, 관광통역안내사, 항공사 승무원, 카지노, 면세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 호텔사업분야
 -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리조트 등

■ 외식사업분야
 -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소믈리에, 바리스타,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 레저사업분야
 - 테마파크, 골프클럽, 스포츠여가사업체, 관광개발기업 등

■ 스마트관광분야
 - 관광콘텐츠 크리에이터, 관광빅데이터분석가, 관광플랫폼 디자이너, 

   온라인 여행사 리스팅 전문가 등

■ 관광정책행정분야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광주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 

   지방자치단체, 외국관광청, 관광관련국제기구 등

■ 기 타
 - 컨벤션기획사, 축제이벤트기획자, 서비스컨설턴트 등

■ 1990년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최초로 관광경영학과 개설

■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사업 스마트관광인력양성사업 참여학과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스마트관광전공트랙 운영

■ 지역혁신인재장학금, 면학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혜택

■ 전공 관련 비교과과정 및 동아리 활동

■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관광선진지 답사 및 

    산학실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관광, 여가, 휴양, 환대산업 관련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실무능력을 갖춘 

관광 전문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또한 4차 산업혁신시대의 

도래로 관광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스마트관광 활성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공지식 및 교양지식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관광산업 관련 

지식과 창의적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다.

관광경영학과는 여러 관광관련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여행사, 항공사,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컨벤션, 의료관광 등의 다양한 관광관련 

기업에서 요구하는 열정적이고 유능한 관광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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