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전현진 교수 헤어미용 (062) 940-3873

정인경 교수 화장품학 (062) 940-3872

조고미 교수 메이크업 (062) 940-3875

나윤영 교수 헤어미용 (062) 940-3874

송태임 교수 피부미용 (062) 940-3871

윤   희 교수 메이크업 & 네일 (062) 940-3876

교과과정

Dept. of Beauty Art

뷰티미용학과

# 교육목표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전문화된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AI 창의 융합적 사고를 지닌 미용전문 인재 양성

전공적합성
발굴

Step 1

전공동아리
활동

Step 2

취업역량
강화교육

Step 3

현장실습
인턴십

Step 4

진로 및 취업

■학원경영

-   김애✽, 강진✽(노블리즈), 박혜✽(광주뷰티), 김선✽(겟잇뷰티) 등

■샵경영

-     조✽(430&리안헤어), 류채✽(틴헤어), 한민✽(에뜨레), 이✽(꾸:민), 

김미✽(라뷰티), 길보✽(B&M토탈뷰티), 나수✽(N.Beauty), 

   김정✽(클레오 뷰티), 노은✽(고은손), 최혜✽(더쉼헤어) 등

■교수

-   송태✽, 최민✽, 구미✽, 이미✽, 이보✽, 서경✽, 선숙✽ 등

■미용특성화고등학교 교사

-   한아✽, 김보✽, 차주✽, 강보✽, 김난✽, 김주✽, 박새✽, 

   엄현✽, 천경✽, 윤지✽, 김영✽, 변은✽,

   황인✽, 김보✽, 김샛✽, 길새✽ 등

■디자이너

-   박송✽(준오헤어), 김종✽(준오에비뉴),

   성하✽(비커머 플라워헤어),

   정대✽, 손선✽(라인헤어),

   김보✽, 박지✽, 권혜✽(라윤헤어) ,

   손민✽(H-style),

   김혜✽, 차송✽(라우헤어),

   서지✽(라온헤어),

   심은✽(비주얼아우라),

   임철✽(세종헤어) 등

■강사

-   김지✽, 한민✽(MBC), 김세✽(여천해양고 방과후),

   김은✽(제일미용직업전문학교), 정은✽(F2MG글로벌뷰티아카데미),

   강현✽(광주뷰티아카데미) 등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의 특징

01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미래형 뷰티실무 인재양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유망직종!

03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졸업생과 후배들간 미용관련 정보 제공!

02 단계적·체계적인 전문미용 인력 양성
평생지도교수제도를 통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인력 양성

04
임용고시 합격자 배출
학과에서 전폭적인 임용고시 지원 제공(교직스터디 운영 등)

•미용교육론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미용
•생리해부학
•AI 화장품학
•소독 및 전염병학

•디자인커트
•퍼머넌트웨이브
•헤어컬러디자인

•AI 헤드스파테라피
•헤어스타일링

•헤어창작디자인 
•미용경영학

•토탈헤어디자인

•응용피부미용
•뷰티테라피
•동양요법 
•메디컬스킨케어
•체형디자인 등

•트렌드메이크업
•성격분장디자인

•특수제작분장
•바디스타일링

•뷰티이미지스토밍
•뷰티일러스트레이션

•미용색채학, 네일아트 등

헤어
미용

•미용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
- 취득자격 : 중등2급 정교사(미용),
                미용사면허증(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네일),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CS강사

•진로분야
- 교육분야 : 미용특성화고등학교 교사 
                미용관련 교육기관 강사
                대학교 교수 외
- 산업분야 : 미용전문가, 미용창업 ,코디네이터 
                미용관련 저널리스트, 매니지먼트 외
- 해외분야 : 해외인턴십, 해외취업

학과소개

학과교수소개

입/학/상/담

■학과장ㅣ전현진 교수 (062) 940-3873
  •E–mail : jhj12@honam.ac.kr 

■입학담당ㅣ윤 희 교수 (062) 940-3876
  •E-mail : yoonhee@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3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