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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담당ㅣ나윤영 교수 (062) 940-3874, E-mail : na460@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941

■ 뷰티디자인 분야

    -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피부관리사, 네일테크니션 등

■ 뷰티스타일리스트 분야

   - 스타일리스트, 이미지 컨설턴트, 웨딩플래너, 뷰티트레이너 등

■ 뷰티기획/이벤트 분야

    - 뷰티디렉터, 미용잡지에디터, 뷰티컨설턴트 등 

■ 경영

    - 미용실, 피부관리실, 화장품전문점, 메이크업전문샵, 네일샵,    

      뷰티아카데미, 웨딩스튜디오 등

■ 교육분야

    -  대학 및 대학원 교수, 특성화고 교사, 화장품교육강사, 

       CS강사, 노동부  연구원, 평생교육지도사, 사회교육원강사,    

       미용학원강사 등

■ 기타 분야

   - 화장품 연구원, 색채연구원, 뷰테이터 등

■ 동문취업 현황

   - 뷰티아카데미 대표, 대학교수, 고등학교 교사, 대학강사,  

        토탈뷰티샵 대표, 헤어샵 원장, 메이크업샵 원장, 화장품회사 대표, 

       네일샵 원장, 피부샵 원장,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리스트, 뷰티매니저, 뷰티에디터, 뷰티강사, 

       뷰티이미지컨설턴트, 이미지메이킹 강사 등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전문화된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뷰티산업에서 요구되는 AI 창의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미래형 

뷰티 인재와 글로벌 뷰티 전문가 양성

뷰 티 미 용 학 과
Dept. of Beauty Art

#교육목표

• 미용교육론 
• 미용학개론
• 헤어미용 
• 피부미용 
• 메이크업
• 네일미용 
• 공중보건학 
• 생리해부학 
• 소독및전염병학 

• 기초피부미용 
• AI화장품학
• 동양요법 
• 피부과학과창업
•  화장품제조학 
• 뷰티테라피창업 
• 체형디자인

• 미용색채학 
•뷰티일러스트레이션 

•트렌드메이크업 
•메이크업스타일링

• 네일아트 • 성격분장디자인 
•특수제작분장 •AI이미지스토밍 

•AI뷰티이미지스토밍 
•AI네일살롱프로젝트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의 특징

01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미래형 뷰티실무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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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스터디 운영 등)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전현진 교수 헤어미용 (062) 940-3873

조고미 교수 메이크업 (062) 940-3875

나윤영 교수 헤어미용 (062) 940-3874

송태임 교수 피부미용 (062) 940-3871

윤   희 교수 메이크업 & 네일미용 (062) 940-3876

박정연 교수 피부미용 & 화장품학 (062) 940-3635

유   보 교수 피부미용 (062) 940-3645

Step1 Step2 Step3 Step4

전공적합성
발굴

전공동아리
활동

취업역량
강화교육

현장실습
인턴십

•헤어스타일링 
•헤어컬러디자인 
•퍼머넌트웨이브 

•AI헤드스파테라피 
•크리에이티브디자인커트 

•크리에이티브업스타일 
•헤어스타일프로젝트 

•미용창업경영학

■학과장ㅣ정남주 교수 (062) 940-3617, E–mail : pechung@honam.ac.kr 

■입학담당ㅣ김송희 교수 (062) 940-3606, E-mail : 2005112@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942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스포츠레저학과
Dept. of Sports Leisure

#교육목표

현대인의 삶의 가치에 맞는 건전한 신체활동으로 AI중심의 
과학적 사고 및 창의적 스포츠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미래형· 
실무형 ·리더형 스포츠레저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1학년 기초
스포츠레저학개론, 바디발런스스트레칭,
수영 Ⅰ·Ⅱ, 배드민턴 Ⅰ·Ⅱ

2학년 강화

골프기초, 테니스, 여가레크리에이션, 
전공스포츠 Ⅰ·Ⅱ, 댄스스포츠기본, 체형관리및 
헬스트레이닝, 하계·동계익스트림,
운동생리및처방, 스포츠사회학, 스포츠교육학 

3학년 심화

골프응용심화, 체육사, 펜싱Ⅰ·Ⅱ, 탁구, 
스포츠생체역학, 등산및야영, 스튜디오Ⅰ·Ⅱ
마린스포츠프로그램, 스포츠전공영어, 
필드스포츠, 스포츠심리학, 뉴스포츠프로그램개발

4학년 지도

노인및 장애인체육론, 캡스톤디자인 Ⅰ·Ⅱ, 
스포츠구급및안전관리, 운동상해와재활,
AI와스포츠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AI와스포츠
미디어, 스포츠산업실무론

■ 스포츠로 세상을 열자!

- 노인스포츠지도사연수원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지정 
- 배구심판아카데미 운영 : 대한배구협회지정
- 스포츠재능나눔봉사단 운영
-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동아리 운영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배구심판,
퍼스널트레이너,
요가·필라테스지도자,
운동처방사,
응급처치강사 등)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조규정 교수 스포츠사회학/스키 (062) 940-3601

정남주 교수 생체역학/라켓스포츠 (062) 940-3617

김송희 교수 여가 레크리에이션/ 댄스스포츠 (062) 940-3606

박인혜 교수 스포츠교육학/골프 (062) 940-3604

박순문 교수 스포츠미디어/탁구 (062) 940-3607

취업걱정 NO! 진로걱정 NO!
여러분의 도전에 힘찬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학과수업이 자격증이 되고 졸업 후 진로가 보인다.

교과목 자격증 취업 및 진로

스포츠산업론
+스포츠마케팅 등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산업직종

스포츠레저학개론 등 
+실기교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경기지도자 자격증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체육관련행정직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관련단체행정직

운동생리학+운동처방론
+체력트레이닝 등

운동처방사 자격증
퍼스널트레이너 자격증

스포츠센터 운영
보건소·병원 운동처방사
선수전문트레이너

응급처치론+수영
+산악안전론

응급처치 자격증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산악안전구조원 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수상인명구조원

국립공원산악구조원

스포츠교육론
+실기교과

교직이수 (대학원진학)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대학원진학 후 대학교수, 연구직 등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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