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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외식전문가 양성 전공트랙)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21세기 미래형 외식산업을 주도할 실무, 지식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외식조리를 실습하며, 글로벌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식경영 및 외식산업 분야의 실무지식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외 식 조 리 학 과
Dept. of Foodservice & Culinary Art

■ 취업현황
- 호텔

그랜드워커힐호텔, W-서울워커힐호텔, 메리어트호텔, 르메르디앙, 
하얏트호텔, 해비치호텔, 엠블호텔, 노보텔호텔, 그랜드호텔, 
M스테이호텔, 신라호텔, 피닉스아일랜드, 싱가폴마리나베이, 샌즈호텔, 
제주신화월드, Fontainebleau Miami Beach 등

- 외식·식품 기업
삼성웰스토리, 현대푸드 시스템,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신세계, 
㈜아워홈, 아워홈외식사업부, 워커힐외식사업부, 동원홈푸드, SPC,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풀무원, ㈜ECMD, 리푸드시스템, 이랜드 
외식사업부, 제너시스BBQ, 놀부 등

- 대학교 (전임교수, 초빙·겸임교수)
호남대, 경기대, 광주여자대, 영동대, 조선이공대, 전남도립대, 
한국관광대, 동원대, 서정대, 서영대, 군장대 등 

- 고등학교 (교사)
숭의과학기술고, 여수정보과학고, 광주자연과학고, 순천효산고,
상일미디어고, 평촌경영고, 남원제일고, 전북유니텍고,서울송곡관광고, 부산영산고 

■ 창업현황

베비에르제과점, 브레드세븐, Y웨딩컨벤션, 대창식품, 더원푸드시스템, 솔담, 
랑팡초이제과점, 달콤제작소찰리, 최윤자전통음식, 달빛뜨락, 이화정, 고다미, 
순천요리학원, 키즈맘쿠킹스튜디오, 남가정, 매그놀 리아키친, 에스트리아, 
광주요리학원, 생활요리학원, 그랑팔레 브랑제리, 파쿠요루, 파쿠야, 한가돼지곰탕, 
소맥베이커리, 그랑팔레베이커리, ㈜아뜰리에 이화, 함흥 아지매, 자연마을 숯불구이 등

■ 학과 동아리 운영현황
- 음식남녀(조리봉사), C&S ENTERTAINMENT(요리대회 및 공모전, 창업),

빵타지아(제과제빵), 하오츠(중국음식 실무), 글로벌 쉐프(한국음식 및 식음료 실무), 
소우교우(창업동아리),  F&S(외식학술공모전)

■ 실험실습실 소개
- 전공별 실습실 :   한식조리실, 외국조리실, 동양조리실(중식, 일식),
                        푸드스타일링실, 제과제빵실. 식음료·커피실, AI푸드랩실

■ 산학연계프로그램
-   해외인턴십, 국내인턴십, 해외현장실습, 학기 현장실습, 방학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스튜디오, 맞춤형 취업특강, 맞춤형 창업특강 등
* LINC+ 정부지원사업으로 국내외 호텔 및 외식기업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비교과프로그램 
국내외요리대회반, 창업경진대회반, 팝업레스토랑, 국내외 벤치마킹(맛집투어), 
자격증과정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떡, 바리스타, 위생사 등), 요리봉사, 
외국어(영어, 일본어), 컴퓨터자격증,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진로탐색, 취업탐색 등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이선호 교수 서양조리 (062) 940-5418

이승익 교수 일본조리 (062) 940-5416

최상호 교수 제과제빵 (062) 940-5417

김영균 교수 한국조리 (062) 940-5426

김성수 교수 작품기획 (062) 940-5419

이무형 교수 중식조리 (062) 940-5427

이상진 교수 기초조리 (062) 940-5429

이승철 교수 외식산업 및 통계 (062) 940-5598

송기희 교수 식공간 연출 (062) 940-5391

전공트랙명 이론교과 실습교과 산학연계교과
(LINC+ 지원)

조리입문
식품위생 조리과학 제과제빵

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국내인턴십 

해외인턴십

캡스톤디자인

스튜디오

영양학 조리입문 동양조리실습

호텔조리
·

셰프양성
단체급식

외국조리 파티시에실무

연회조리 궁중중국요리

프랑스요리실습 중국조리

일본조리

음식전시·
기획

음식문화사
메뉴디자인 음식전시기획

푸드스타일링 음식촬영/전시(졸업작품전) 

글로벌 한식 한국음식상품개발
한국조리

한식 디저트
전통조리

외식창업
외식창업경영학 AI 창업식음료원가관리 창업메뉴개발 I

AI 창업메뉴개발실무 창업메뉴개발 II
외식경영 및 관리학 식음료실습

조리교사 
(교직이수)

조리교과교육론 조리교과교재
연구·지도

교육실습
(교직현장실습)조리교과논리·논술

•       교직 전공 교과목 : 조리 정교사 자격과정 운영  
•       창업연계전공 교과목 : 학과 교육과정 내 복수학위 취득 가능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지원 교과 운영
•       스튜디오 교과목 : 산업체 현장 연계 실무 교과 운영

#교육목표

■ 정부 특성화사업 추진 현황
     -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특성화학과 지정

■학과장ㅣ김영균 교수 (062) 940-5426
  • E-mail : 2012027@honam.ac.kr
■입학담당ㅣ이선호 교수 (062) 940-5418
  • E-mail : shlee@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921

1학년
Seeding 단계 : 대학전공 적응을 위한 Fun lesson 교육
•  식품학, 영양학, 조리과학, 식생활관리, 음식문화

2학년
Budding 단계 : 식품·영양 기초이론 및 조리 실습 교육
•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생애주기영양학, 지역사회
영양학, 생리학, 생화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3학년

Growing 단계 : 식품·영양 전공심화 및 외식산업 실무교육
• 식품분석,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위생학, 임상영양학, 
 식사요법, 영양생화학, 단체급식관리, 푸드스타일링,   
  급식·외식산업메뉴개발

4학년

Fruiting 단계 : 식품·영양 전공 응용 및 현장실습, 영양사, 
                    식품기사, 위생사 국가고시 대비 교육
• 실험조리 및 관능평가, 기능성식품학, 고급영양학, 
   영양판정,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사 현장실습

■학과장ㅣ양은주 교수 (062) 940-5414 
   • E–mail : ejyang@honam.ac.kr 
■입학담당ㅣ길진모 교수 (062) 940-5412
   • E-mail :  jkhil@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921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식 품 영 양 학 과
Dept. of Food and Nutrition

#교육목표

●  21세기 글로벌 식품·영양·급식·외식 전문가를 양성한다.
●  급변하는 급식·외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한다.
●  웰빙·메디 푸드를 구현하는 창의형 인재를 양성한다.

■ 스마트 영양사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영양사 (임상영양사, 급식관리

영양사, 보건영양사, 상담영양사, 홍보영양사, 단체급식 위탁영양사)

■ 식품 전문가
식품회사, 외식산업체 등의 식품품질관리, 식품개발, 식품연구전문직, 

외식 및 산업체 위생직, 식품 위생 및 분석 전문직

■ 미래형 외식전문가
외식상품/메뉴개발 전문가, 푸드스타일리스트, 파티쉐, 커피바리스타

■ 취득가능자격증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한식·양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 기능사,

커피바리스타

교육부, 대교협, 경제 5단체 선정
2019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식품분야 우수 대학’

■특성화된 실무형 인재양성 교과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식품, 영양, 조리, 커피바리스타, 푸드스타일링 등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과과정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취업 연계
산업체 및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LINC 3.0) 육성사업 참여
다양한 산학연계 연구활동 진행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실험실 및 조리·커피 실습실 보유
식품과학 및 영양학 실험실, 식품영양상담센터, 조리 및 커피바리스타 실습실

■전공과 관련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봉사동아리 「TBHC」, 「호식이」, 전공동아리 「식품탐험대」, 

재능기부형 페스티벌 활동 등

■광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어린이 급식소에 급식관리 지원

■광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의 급식관리 지원

■인구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보건인력 양성  

[노인건강관리학] 복수전공

 - 2개 학위 취득하여 다양한 분야 취업가능

 - 식품영양, 물리치료, 작업치료, 상담심리, 사회복지학과가   

    공동운영하는 융합전공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길진모 교수 영양학 (062) 940-5412

나예슬 교수 식품학 (062) 940-5428 

양은주 교수 영양학 (062) 940-5414

한규상 교수 단체급식 (062) 9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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