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이동희 교수 항공서비스 (062) 940-5367

한의진 교수 항공서비스 (062) 940-5366

진경미 교수 항공서비스 (062) 940-5422

박연옥 교수 항공서비스 (062) 940-5363

차이레이 교수 한국어 (062) 940-5376

Dept. of Airline Service

항공서비스학과

# 교육목표

항공전문가 및 서비스전문가를 육성하는 학과이다. 항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서비스 전문가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개발하도록 체계화된 전공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과 연계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과소개

교과과정

진로 및 취업

항공전문인양성 서비스전문인양성 글로벌인재양성

■산학협력 프로그램 

-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체험 프로그램

- 공항 및 서비스기업 인턴십프로그램

- 호주서비스 인턴십(1년)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평생지도교수제

-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교수의 개별지도

- 학교생활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선후배간의 멘토링 프로그램

■전공학습 심화 프로그램

- 항공서비스경영연구회 및 항공사경영분석 스터디그룹 운영

- 글로벌 스터디그룹 운영 : TOEIC, 영어회화, 중국어, 일본어

■해외학기제 프로그램

- 중국, 일본, 미주, 호주 등 12개국 60개 자매결연대학과의

학점 교류 프로그램

■특성화 학과에 대한 대학본부지원

-  실무형 교육이 가능한 최신시설의 이미지메이킹실, 

   항공모형실습실, 방송실습실, 식음료실습실, 퍼스널이미지코칭실

- 다양한 장학금 지원

■졸업 후 진로

-  국내항공사 객실승무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등  

-  외국항공사 객실승무원 :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츠,

   중국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에어아시아 등

- 국내외 항공사 예약 및 발권직

- 국내외 항공사 지상서비스직, 공항운송직

- 항공관련 행정기관 서비스직 및 사무직

-  국내외 특급호텔 호텔리어 : 신라호텔, 신세계조선호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소재 특급호텔 등

- 기업 비서직 및 교육팀 강사

■자격증 및 수료증 취득

- 항공예약/발권 전문가 (SABRE)

- 국외여행인솔자 (Tour Conductor)

- 서비스강사 과정 수료증

- 퍼스널컬러 컨설턴트 2급 자격증

- 병원코디네이터 과정 수료증

- 바리스타/조주기능사 자격증

- CPR/응급처치 강사 자격증

- TOEIC, JPT, HSK, 토익스피킹 등

학과교수소개

1학년

항공업무의이해

항공사경영

이미지메이킹

글로벌매너 

스피치&프리젠테이션

HOPE 영어 프로그램

사고와 표현

Global English

2학년

기내서비스실무

항공예약발권

승무원체험프로그램

서비스경영

서비스마케팅

고객행동과심리

식음료관리

항공중국어

HOCHA 중국어 프로그램

3학년

기내방송

항공면접실습 I

항공안전

이미지스타일링

스튜디오

항공실무영어

TOEIC

4학년

항공면접실습 II

공항운송실무

서비스인턴십

서비스코디네이터

스튜디오

서비스경영세미나

항공인터뷰영어

캡스톤디자인

TOEIC SPEAKING

입/학/상/담

■학과장ㅣ한의진 교수 (062) 940-5366
  •E–mail : eduhub@honam.ac.kr

■입학담당ㅣ이동희 교수 (062) 940-5367
  •E-mail : dhlee@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5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